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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요 약 >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생명공학분야의 원천기술개발과 관련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으며, 충청북도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채택하
고 이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인프
라 확충, ② 바이오 산업 R&D 역량강화, ③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④ 바이오관
련 기관 및 기업 유치, ⑤ 바이오 허브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충북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 바이오산업의 핵심거점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충북도는 전국 유일의 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충북도
의 바이오산업 발전정책에 힙입어 2013년에 바이오의약산업과 바이오식품산업 분야
의 전국 대비 사업체 구성비가 각각 8.5%와 10.1%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3년 충북
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 총산출액의 33.6%에 해당하는 9,330억원어치의 바이오의약
품을 생산하였다. 지역의 전체 근로자 중 의약품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
중에 있어서도 경기나 수도권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북
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2013년 기준 15.1%). 충북의
이러한 실적은 충북이 바이오의약을 비롯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향후 더욱 강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기업체(산), 대학(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집적된 생명공
학 클러스터로서 바이오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인허가를 시행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의 산업화 및 판매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보건의료행정타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이 입주해 있어 기업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약품 및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관
련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조성되
어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2015년 9월 현재 LG생명과학, CJ헬스케어, 신풍제약
등을 포함하여 총 40여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기업은 20여개이다.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규모 확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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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련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우리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 증대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은 오송생명과
학단지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
먼저,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는 향후 바이오산업 및 오송생명
과학단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래의 계획과 달리 단일 지역이 아닌 복수 지역(오송과 대구)에 설치됨으로써 고도
의 집적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
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낮아
져 우수 기업체 및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비수
도권 지역에 새로이 조성된 단지로서 주거, 교육, 소비, 문화 등 정주여건이 크게 미
비하여 생명과학단지가 필요로 하는 인력, 특히 고급인력의 유치가 어려우며 일단
취업한 인력의 유지도 쉽지 않다는 약점을 가진다.
오송단지에 입주를 하였거나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오송단지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바이오 및 의약
품 관련 R&D 투자 증대｣, ｢오송단지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고급인력유치를 위한 오송단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개혁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통합적 관리운영기구
설치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바이오산업관련 R&D 투자를 증대하고 바이오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바이오업체들의 연구성과를 직접 시험하
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의료․임상연구병원 설립 등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넷째, 바이오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을 양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
여 우수 인재 유출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체, 연구기
관, 대학 등이 서로 원활한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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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등으로 바이오산업 및
의약품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2000년 540억
달러, 2005년 910억 달러, 2013년 2,705억 달러 등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6,04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와 기
업들은 세계의 바이오 및 의약품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개발과 핵심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미래 국가발전
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2000년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그리
고 2006년에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6, 2007-2016)」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바이오산업을 지역의 차세대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최(2014.9.26.일~10.2일), 오송바이오포럼
운영 등 지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현재는 오송 바
이오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화장품 ･ 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그리고 오송 임상연구병원 건립을 3대 핵심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이들 과제의 실
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북 오송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
고 있다. 오송은 1997년 9월 정부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조성된 생명과학단
지로서 현재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 다수의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의 생산시설과 연
구소들이 입주해 있다. 또한 오송지역은 2009년 대구 신서지역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의
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지로 선정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KTX 오송역의
업무가 개시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이 오송의 보건의료행
정타운으로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특히 바이오의약품과 첨단 의료
기기 개발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충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위상
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수준이 낮아 바이오산업 관련 원천 ･ 핵
심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외국의 바이오산업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제휴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허브
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1) Grand View Research(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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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신약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연구병원이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
하고 있으며, 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현황 및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사례를 살펴보
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후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 세계 바이오산업의 성장배경과 선진
국 및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정책, 그리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
로 제III장에서는 세계 의약품시장의 현황과 정부의 의약품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및 충
북의 제약업체의 현황을 정리한다. 제IV장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 메릴랜드 바
이오 클러스터와 일본의 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를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SWOT
분석을 이용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장ㆍ단점과 발전전망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II. 바이오경제와 바이오정책
1.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
바이오기술2)의 발전 및 IT, NT 등 여타 신기술과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세
계는 바야흐로 바이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바이오
경제시대를 맞고 있다.
바이오경제시대를 초래하는 주요한 환경변화로는 바이오기술의 획기적 발전, 인구 고
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자원 및 환경문제의 확대, 세계 경제질서의 개편 5가지를 들 수
있다.3) 우선 바이오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유전체와 단백질체 등과 관련된 연구
에서 다양한 새로운 바이오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며 바이오기술과 IT, NT 등 신기술의
융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신기술은 인구 고령화와 자
원･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6.4%에 달하였으며 다른 선
진국의 경우에도 이 비중이 10% 내외로 크게 높은 실정으로 이러한 의료비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4). 이에 따라 미국 등 바이오선진국에서는 바이오기술과
2)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BT, 또는 생명공학기술)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생명
체의 유전적인 구조를 변형시켜 유용한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복합기술을 말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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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융합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식량문제 및 환경오염과 석유 등 탄소연료의 가격상승이나 고갈 등의 환경, 자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바이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바이오제품의 개발이나 바이오연료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개방형 혁신 시스템(Global Open Innovation System)은 기술혁신이 국경
을 넘어 다른 국가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바이오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 바이오정책
1)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정책
바이오산업은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낮으면서 엄청난 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
부분 보건의료, 식량,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이나 규제
등으로 인한 시장진입장벽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컨대, 신약개발의 경우 새로 개발
된 물질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은 이만분의 일 정도에 불과하며 개발된 물질의 과학적인
검증으로부터 사업화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평균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
이는 민간기업이 연구역량과 시장진입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 하는 국가에서 바
이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창
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바이오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다양한 분
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표 1> “주요국가의 바이오분야 중장기
전략” 참조).
미국은 2012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에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R&D 지
원강화, 산업화 촉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국도 생명공학 및 생
물과학 연구회의 ‘Bioscience 2015’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 산업
화, 바이오 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에 ‘국가 연구전략 바이오
경제 2030’을 수립하여 바이오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 또한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년)’에서 그린 라이프 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한 바이오기술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한국의 의료비 비중은 2013년 기준 6.9%로 OECD 평균(8.9%)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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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가의 바이오분야 중장기 전략
구 분

주요전략

중점투자기술

미 국

바이오기술의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편익을 반영
한 ‘2012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발표

• 식품안전 및 건강
• 바이오에너지
• 생명의학(줄기세포)

영 국

‘Bioscience 2015’를 통해 식품안전, 바이오에
너지, 바이오 산업화, 바이오 헬스 부문에 총 4
억 4천만 파운드 투자(2012년)

• 생명과학
• 바이오에너지
• 산업바이오 기술

독 일

2011년에 ‘국가연구전략 바이오경제 2030’을 수
립하여 바이오 기술을 통한 당면과제 해결과 미
래 비전 및 연구전략 발표

• 식량안보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일 본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년)’에서
그린 라이프 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한 바이오기
술 분야 투자확대를 천명

• 재생의료, 바이오인포매틱스
• 줄기세포
• 고령사회대응 포스트게놈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

2) 우리나라의 바이오 정책
가. 생명공학 R&D 투자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환경, 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명공학분야의 원천기술개발과 관련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 왔다.
정부의 생명공학분야 R&D 투자는 제1차 생명공학기본계획이 수립된 1994년 이후 빠르
게 증가하여 2006년 4,402억원에서 2014년에는 7,412억원으로 68.4% 증가하였다.(<그림
1> “생명과학분야 연도별 정부연구비 투자” 참조)
또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140개 국정과제 중 10%에 해당하는 14개 과제가
바이오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바이오분야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강화 부문에서 바이오기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생명과학분야 연도별 정부연구비 투자

자료 : NTIS과학기술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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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인력 양성5)
2013년 3월에 이루어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생명공학분야 기초연구지원 업무와 전문
인력양성업무의 담당부처가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지원과 인력양성정책의 중복과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
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초연구진
흥종합계획(‘13~’17)」을 마련하였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 수월
성 위주의 기초연구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그리고 교육부는 “이공학 분야 학술연
구 등 순수기초연구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생명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개인, 대학, 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기
초연구를 지원하며,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과 연수 및 연구기회 부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이 연구수행 및 인력양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3) 충청북도의 바이오정책6)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지금까지의 바이
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2014 오송 국제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오송 바이
오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송컨벤션센터7) 건립, 화장품･뷰티산업진흥센터
설치, 그리고 오송 임상연구병원 건립을 3대 핵심 현안과제로 설정하여 이들 과제의 실
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가 추진 중인 전략은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인프라 확충, ② 바이오
산업 R&D 역량강화, ③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④ 바이오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⑤ 바이오 허브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확대로 구분된다.
바이오인프라 확충에는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 및 국책연구기관8)
유치, 오송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포함되며, 바이오산업 R&D 역량강화에는 차세대 백
신 생산 등 차세대 바이오 R&D사업 강화, 바이오 산학연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9) 등
5) 미래창조과학부(2013).
6) 충청북도(2015)
7) 각종 회의, 행사,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건물로 오송역의 지리적 강점과 결합하여 오송역 역세권 개발에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차세대 백신연구시설, 국립노화연구원, 국립암센터 분원 등 연구기관과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첨단임상시험 센
터 등을 유치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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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지역특화 산업으로는 충주에 당뇨바이오산업, 괴산에 유기농산업, 제천에 한방
바이오산업, 옥천에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중에 있으며, 바이오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첨
단 바이오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다국적 바이오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오 코리아, 바이오 페스티벌, 2015 괴산세
계유기농산업엑스포, 2017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2018 오송화장품 ․ 뷰티엑스포 등을
진행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현재 충북도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4대 전
략과 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전

략

바이오 인프라
확충

추 진 과 제

추 진 과 제

 임상시험센터 유치 및 건립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바이오메디컬시설 건립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바이오산업
R&D 역량강화

 오송전시관 건립

 바이오 국제공동 연구개발 지원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 육성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

 의약품 품질 안정성 평가지원센터 구축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화학생물 공동연구센터 구축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육성

 첨단의료제품 연구개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
지 조기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원형지개발

 옥천 의료기기산업 육성
 당뇨 바이오밸리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기관유치
자료: 충청북도(2014)

3. 우리나라 및 충북의 바이오산업10)
1) 바이오산업체 현황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체의 수는 천여 개에 달한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바이오협회가 2015년에 작성한 ｢2013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총 971개 바이오산업체의 분야별, 시도별(사업장 소재지 기준) 분포를 나타낸 것
이 <표 3>이다. <표 3>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체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분포되
어 있으며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전체 업체의 무려 6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9) 네트워크 협력체로 오송CEO포럼, 오송바이오포럼, 경영자협의회, 부문별 정책자문단 운영 등이 있다.
1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15, 「2013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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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바이오의약에 속하는 업체가 317개로 가장 많으며
바이오화학과 바이오식품이 2위와 3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와 서울이 각각 319개와 175개로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전(79개), 충북(69
개)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상기 상위 3개 산업분야별로 업체들의 시도별 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바이오의약산업: ① 경기 42.6%, ② 서울 24.3%, ③ 충북 8.5%
• 바이오화학산업: ① 경기 23.6%, ② 대전 16.3%, ③ 서울 10.8%, ⑥ 충북 6.4%
• 바이오식품산업: ① 경기 25.1%, ② 충북 10.1%, ③ 충남 9.5%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약 3.1%만이 충북에 소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바이
오식품과 바이오의약부문에서의 충북업체들의 높은 구성비는 이들 분야에서의 충북의
집중도가 크게 높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표 3> 바이오산업체의 분야별･시도별 분포(2013년, 사업장 소재지 기준)
계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여타
지역

계

971

175

25

23

79

6

319

69

54

36

185

바이오의약

317

77

8

9

18

1

135

27

15

2

25

바이오화학

203

22

4

3

33

4

48

13

14

16

46

바이오식품

199

17

5

5

5

1

50

20

19

11

66

바이오환경

76

5

5

3

5

0

26

4

1

2

25

바이오전자

26

8

1

1

3

0

5

0

1

1

6

70

20

2

1

6

0

31

1

4

2

3

27

1

0

1

3

0

9

2

0

1

10

53

25

0

0

6

0

15

2

0

1

4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검정･정
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5)

<표 4>는 전국 및 충북 바이오산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근
로자수가 50명에 미달하는 산업체의 비중이 59.2%,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산업체의
비중이 26.2%로서 중소규모 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업체의 비중은 4.6%에 불과하여, 이러한 규모의 영세성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규
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에도 바이오산업체의 규모별 분포가 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00명 이상 업체의 비중은 2.9%로서 전국에 비해 낮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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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업체의 비중은 15.9%로서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업체 중 300명 이상 업체의
비중 1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충북에 소재한 바이오업체의 규모가 다른 지
역의 업체에 비해 크게 영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 바이오산업체의 규모별 분포 1)
전

규모(근로자 수)

국

수

충
구성비(%)

북

수

구성비(%)

계

971

100.0

69

100.0

50명 미만

575

59.2

35

50.7

50 ~ 300명 미만

254

26.2

23

33.3

300 ~ 1,000명 미만

77

7.9

9

13.0

1,000명 이상

45

4.6

2

2.9

미상

20

2.1

0

0.0

주: 1) 2013년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5)

2) 바이오산업의 생산 및 판매
<표 5>는 전국 971개 바이오산업체와 이 중 충북에 소재한 69개 업체의 매출발생 양상
(2013년)을 나타낸 것이다. 전국의 바이오산업체 중 2013년 현재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
출이 발생한 업체는 31.0%에 해당하는 301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33.7%에 해당하는
327개 기업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그리고 30.4%에 해당하는 295
개 기업은 2013년 현재까지 매출발생 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충북소재 기업만을 보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18.8%로서 전
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이 발생된 기업의 비율은 43.5%
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충북 소재 바이오산업체의 경우 신생기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낮거나 다른 시도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바이오산업체의 매출발생 양상
매출발생 양상

전국
산업체수

충북
구성비(%)

산업체수

구성비(%)

계

971

100.0

69

100.0

매출 미발생

295

30.4

13

18.8

매출발생-손익분기점 미만

327

33.7

24

34.8

매출발생-손익분기점 이상

301

31.0

30

43.5

미상

48

4.9

2

2.9

주: 1) 2013년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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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2013년 전국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산출액, 국내판매액, 그리고 수출액을 나타
낸 것이다. 먼저 2013년 전국의 바이오산업의 총산출액의 규모는 7조 5,238억원으로서
같은 해 GDP 1,429조 4천억원의 0.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다음으로 이의 분야별
구성을 보면 바이오식품과 바이오의약품이 각각 40.2%와 36.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8.9%)과 바이오화학(7.5%)이 따르고 있다.
전체 산출액 중 57.9%에 해당하는 4조 3,574억원이 국내에서 판매되었으며 나머지
42.1%에 해당하는 3조 1,664억원이 수출되었다. 이를 다시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환경과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이 각각 100.0%와 95.7%로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반면 바이오전
자와 바이오식품의 경우 수출 비중(각각 76.4%와 55.7%)이 가장 높았다. 한편 바이오의
약의 경우에는 국내판매 비중이 59.0%, 그리고 수출 비중이 41.0%를 기록하여 바이오산
업 전체의 국내판매 및 수출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바이오산업 전체의 수출비중(42.1%)과 바이오의약품의 수출비중(41.0%)은 뒤에
서 보게 될 2013년 우리나라 의약품 총산출액 중 수출 비중(14.3%)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수출비중이 합성의약품의 수출비중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전국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산출액, 국내판매액 및 수출액 1)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산출액
금액

국내판매액

구성비

수출액

국내판매비중

전 체

7,523,831

100.0

4,357,396

3,166,435

57.9

바이오의약산업

2,775,404

36.9

1,636,942

1,138,462

59.0

바이오화학산업

562,201

7.5

451,091

111,110

80.2

바이오식품산업

3,021,064

40.2

1,338,933

1,682,131

44.3

바이오환경산업

30,105

0.4

30,093

12

100.0

바이오전자산업

151,696

2.0

35,814

115,882

23.6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122,768

1.6

73,481

49,286

59.9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665,935

8.9

637,245

28,690

95.7

바이오검정,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194,658

2.6

153,797

40,861

79.0

주: 1) 2013년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5)

다음으로 <표 7>은 2013년 충북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산출액, 국내판매액, 그리고 수출
액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2013년 충북의 바이오산업의 총산출액은 1조 1,592억원으로
전국 바이오산업 총산출액(7조 5,238억원)의 15.4%에 해당하였다. 이 비율은 2013년 충북
의 지역총생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2%의 거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서 이는 충북이 바이오산업에 크게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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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산출액을 보면 바이오의약이 충북 전체 바이오산업 산출
액의 무려 80.5%에 해당하는 9,330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는 2013년 우리나라 바이
오의약 총산출액의 33.6%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충북이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에 특화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바이오의약산업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북의 바이오산업에서 의약산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식
품산업으로서 12.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국대비 비중에 있어서는 바이오공
정 및 기기산업과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이 각각 13.0%와 8.3%로서 1
위의 바이오의약산업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충북
의 바이오 중심지인 오송과 인근의 오창지역에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와 바이오의료기
기 제조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2013년 충북 바이오산업 산출물 중 국내에서 판매된 산출물의 비중은 81.3%로서 우리
나라 전체 바이오산업 산출물 중 국내 판매분의 비중 57.9%에 비해 높았으며 바이오의
약 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바이오산업분야의 경우에도 충북 바이오 산출물 중 국내
판매분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산출물 중 국내 판매분의 비율에 비해 높았다.
이는 충북에 소재한 바이오 업체들이 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큰 다른
기업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판로개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바이오 공정 및 기기산업과 바이어검정, 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의 경우에는 충북 기업 산출물의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바
이오 산업 산출물의 수출비중보다 높았다.
<표 7> 충북 바이오산업의 분야별 산출액, 국내판매액 및 수출액(2013년)
(단위: 백만원, %)
총산출액
구

분

전

체

금액

구성비

전국대비
비중

국내판매액

수출액

국내판매비중

1,159,174

100.0

15.4

942,826

216,348

81.3

바이오의약산업

933,045

80.5

33.6

747,783

185,262

80.1

바이오화학산업

41,201

3.6

7.3

31,432

9,769

76.3

바이오식품산업

148,286

12.8

4.9

144,531

3,755

97.5

바이오환경산업

0

0.0

0.0

0

0

-

바이오전자산업

0

0.0

0.0

0

0

-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15,974

1.4

13.0

2,468

13,506

15.5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4,475

0.4

0.7

4,475

0

100.0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16,193

1.4

8.3

12,137

4,056

7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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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약품산업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북의 바이오산업은 주로 의약품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바
이오의약산업의 기업체수 및 산출액은 전국대비 각각 8.5%, 33.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충북의 바이오산
업은 이렇게 특화된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의약품산업
에 대한 동향파악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1. 세계 의약품 시장
<그림 2>는 2006년 이후 연도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06년 5,420억달러에서 2014년 7,430억달러로 증가하였다(연평
균 성장률 4.0%). 이를 연도별로 보면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2년에 처음으로 마이
너스 성장률(-1.5%)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6년 이후 대체로 매년 견실한 성장세
를 보였다.
또한 세계 500개 주요 제약 및 바이오기술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의
약품 시장규모는 2015년 이후 매년 6%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0년에는 9,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2006~2020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EvaluatePharm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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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생산방식을 기준으로 크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8>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의 비교’참조). 그러나 최근에는 합성의약품에 바
이오기술을 접목시킨 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에 합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던 의약품이 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은
기존 합성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질병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표 8> 바이오의약품과 합성의약품의 비교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기존의약품)

약물의 형태

단백질, 호르몬, 효소, 백신

화학물질

생산방법

살아있는 세포배양

화학적 합성

주요기술

유전자재조합, 세포배양, 유전체정보

합성기술, 구조모형, 고속탐색

분자크기

고분자의 복잡한 구조( >10 kDa)

저분자의 단순한 구조(0.1~1.0 kDa)

투여방식

비경구투여(주사제)

경구투여

주도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등 연구기관

다국적 제약회사

산업화 역사

30년 정도1)

200년 이상

복제가능 여부

완벽한 복제가능

가능

약가/제조비용

높음

낮음

진입장벽

높음

낮음

주: 1) 1982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바이오신약이 승인됨.
자료: KDB산업은행 기술평가부(2015), p.101과 류기철(2011), p.19을 이용하여 재구성.

한편 신약개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관계로 복제약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을 제네릭(generic) 의약품, 그리고 특허가 만료
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또는 후속 바이오의약품(Follow-on
Biologics; FOB)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시밀러는 효능과 안전성에 있어서 바
이오의약품과 동등하지만, 상이한 생물공정으로 제조생산한 단백질 의약품을 의미한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신약에 비해 개발에 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제품의 성공률 또한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제품개발에는 평
균 3.5~4.5년에 시간이 걸리고 2,0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 10.0년의 시간이 걸리고 2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단계 비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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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단계 비교
(단위: 년, 백만달러, %)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개발단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성공률

소요기간

소요비용

성공률

1. 타겟선정

후보약물 발견ㆍ검증 및
공정개발

2.0

50

30

0.5~1.0

1

100

2. 임상전 실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한
동물실험

2.0

30

80

1.0

5

90

3. 임상 실험

인체대상 실험

5.0

120

30

1~1.5

14

80

I상

정상인 20~30명을 대상으로
약물의
적정용량 결정

(1.0)

II상

100~300명의 환자에게 투약,
약물의 효과평가

(1.5)

단축가능

III상

1,000~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품의 우수성 평가

(2.5)

단축가능

4. 제품승인

식약처 Review
계

1.0

1.0

10.0

200

약 8%

3.5~4.5

20

약 80%

자료: 류기철(2011), p.20에서 재인용.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합성의약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으며 반대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그림 3>‘세계 바이오/
합성의약품 시장 비중 추이 및 전망’참조).
바이오의약품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14%이었으나 최근까
지 거의 매년 1%p 정도 높아져 2014년 현재 23%로 높아졌다. 바이오의약품의 비중 증
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0년에는 합성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7%에서 73%로 낮아지는 반면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27%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3> 세계 바이오/합성의약품 시장 비중 추이 및 전망(2006~2020)

자료: EvaluatePharm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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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 제약업체의 R&D 투자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업계의 벤처자금조달규모이다. <그림 4>는 2007년 이후 2014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
제약업계의 벤처자금조달건수는 약간의 등락이 있었으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하여 2014년에 514건을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자금규모는 2007년에 67억
5,400만달러에서 2011년에 46억 3,200만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
여 2014년에는 81억 7,4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4> 세계제약업계의 벤처자금조달 건수 및 금액(2007~2014)

자료: EvaluatePharma(2015).

2014년에 가장 큰 액수의 벤처자금을 조달한 업체와 자금규모를 정리한 것이 <표 10>
이다. <표 10>은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벤처자금조달이 바이오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
10개업체의 총 자금조달규모는 14억 4,800만 달러로서 벤처자금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
이다.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 벤처기업 등 관련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2014년 바이오산업체 벤처자금 조달 상위 10개 업체
(단위 : 백만달러)
순위

업체명

국가

사업분야

자금규모

1

Alkermes

아일랜드

바이오기술

250

2

Nantworks

미국

바이오기술

250

3

Intra-Cellular Therapies

미국

바이오기술

200

4

Lexicon Pharm.

미국

바이오기술

150

5

Juno Therapeutics

미국

바이오기술

134

6

Idenix Pharm.

미국

바이오기술

107

7

Adaptimmune

영국

바이오기술

104

8

Paratek Pharm.

미국

바이오기술

93

9

Cell Medica

영국

바이오기술

80

10

Naurex

미국

바이오기술

상기 1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80
6,726

총계
자료: EvaluatePharm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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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제약산업육성 정책11)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
월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13~’17)을 수립하였다. 상기 종합계획에
따라 제약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2014년에 추진한 중요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계획에 포함된 R&D 세부사업의 이행계획 수립
예컨대, 상기 종합계획에서 추진할 세부사업의 하나로서 채택된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분야 지원사업」은 항암제, 항감염제(백신 포함),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
제 등 10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5년 내에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선정 및 운영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즉, 융합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의
기간 동안 약 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상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12년에 성
균관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 중앙대학교가 추가선정됨으로써 이
들 학교에서 2014년 9월 현재 약 160여명의 학생들이 제약산업의 인허가, 경제성 평가,
기술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익히고 있는 중이다.
③ 정부간 협력 확대
에쿠아도르 보건부는 2014년 3월15일에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
품을 에쿠아도르에서 자동으로 판매허가를 하는 자동승인대상(Homologation)에 포함시킨
다는 내용의 보건부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한국에서의 의약품 허가를 외국에서 인정하
는 첫 사례로서 향후 한국의 의약품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2014년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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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약개발에 있어서의 R&D 및 해외진출 역량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증한 기업이다. 2012
년에 41개 제약업체가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었으며, 2014년에 5개의 업체
가 추가되어 2014년 말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는 총 46개이다.12)

3.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는 국내 의약품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
을 가져왔다. <표 11>은 2009~2014년의 기간 동안의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산액을 보면 2010년 15조 7,098억원에서 2012년 15조 7,140억원으로 거의 변화
가 없다가 2013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4년에는 16조 4,194억원을 기록하였다. 2010년
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의약품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같은 기간 우리
나라 GDP 성장률(5.5%)이나 제조업 산출액 성장률(7.8%)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 같이 의
약품 생산의 성장세가 크지 않은 것은 약가인하13)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수출규모를 보면 2010년 1조 7,810억원이던 것이 2011년에 1조
9,58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증가율 10.0%), 2012년에 2조 3,409억원으로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증가율 19.5%).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9.3%라는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의약품 생산액 중 수출의 비율은
2010년에 11.3%이던 것이 2014년에 15.5%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11>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생산(A)

157,098

155,968

157,140

163,761

164,194

1.11

수출(B)

17,810

19,585

23,409

23,306

25,442

9.33

수입(C)

54.184

55,263

58,535

52,789

54,952

0.35

무역수지(D=B-C)

-36,374

-35,678

-35,126

-29,483

-29,510

-

시장규모(E=A-B+C)

193,472

191,646

192,266

193,244

193,704

0.03

자료: 한국제약협회(2015)

12)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셀트리온, CJ헬스케어, LG생명과학 등이다.
13)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약가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약가
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에는 가장 큰 폭의 약가인하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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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비해 수입은 훨씬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은 2010년 5조 4,184억
원으로부터 2012년 5조 8,53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5조
2,789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오히려 9.9%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5조 4,952억원을 기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의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0.4%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의약품의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폭이 축소되고 있다. 적자 규모
는 2010년 3조 6,374억원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3조 5,126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
후 감소세가 지속되며 2014년에는 2조 9,510억원으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수와 고용인원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 <표 12>이다.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수는 2010년 865개에서 2012년 738개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전년대비 22.4% 크게 성장하여 903개 업체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소폭 감소
하여 880개 업체가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업체의 근로자수는 2010년 77,314명에서 2011년 74,477명으로 일시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2014년에 89,649명을 기록하였다. 2014
년 기준 근로자의 직종별 구성을 보면 생산직과 영업직이 각각 33.0%와 2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은 각각 19.0%와 11.8%을 기록하였다.
직종별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직과 생산
직의 구성비는 각각 11.3%와 31.1%로부터 11.8%와 33.0%로 높아진 반면 영업직의 구성
비는 6.0%p나 크게 하락하였으며 사무직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직 근로자의 증가는 제약업계의 R&D에 대한 투자증가를,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증
가는 국내생산 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 내지는 새로이 개발된 약재의 사업화 성공의 증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수 및 직종별 종업원

제조업체
전 체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 타

인원수(명)

2010

2011

2012

2013

2014

865

823

738

903

880

77,314

74,477

78,325

88,545

89,64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원수(명)

14,792

14,426

15,413

16,598

17,001

구성비(%)

19.1

19.4

19.7

18.8

19.0

인원수(명)

26.626

24.535

24.714

25.889

25.496

구성비(%)

34.4

32.9

31.6

29.2

28.4

인원수(명)

8,699

8,765

9,888

10,613

10,594

구성비(%)

11.3

11.8

12.6

12.0

11.8

인원수(명)

24.050

23.639

24,966

28,226

29,592

구성비(%)

31.1

31.6

31.9

31.9

33.0

인원수(명)

3,147

3,212

3,344

7,219

6,966

구성비(%)

4.1

4.3

4.3

8.2

7.8

자료: 한국제약협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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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북 의약품산업의 현황
충북은 최근으로 올수록 국내 의약품 제조 분야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자영업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1,917만
3천명) 중 충북지역 취업자(59만 2천명)의 비중은 3.1%이나 의약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34,786명)만을 보는 경우 충북지역 근로자(5,247명)의 비중은 15.1%로 나타났다
(<표 13>‘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사업체 및 근로자 참조). 또한 지역별 근로자 1,000명당
의약품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도 충북은 8.9명으로서 전국 평균치인 1.8명의
5배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충북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대구는 전체 근로자 수는 85만 명
으로 충북의 1.4배 수준이나 의약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326명으로서 충
북의 5,247명에 비해 크게 적었다. 또한 대구 지역 근로자 1,000명당 의약품 제조업 종
사 근로자의 수도 0.4명에 불과하여 충북의 8.9명에 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평균치
인 1.8명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범위를 넓혀서 충청권과 대구ㆍ경북권을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즉, 충청권 근로자 중 의약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0,720명으로 전국의
의약품 제조업 종사 근로자 34,786명의 30.8%를 차지하는 데에 비하여 대경권의 의약품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수는 841명에 불과하여 전국 대비 비중이 2.4%에 불과하였다. 또
한 지역별 근로자 1,000명당 의약품 제조업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도 충청권은 5.5명이나
대경권은 0.5명으로서 충청권의 1/11에 불과한 수준을 나타났다.
한편, 2013년 현재 충북과 충청권이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대수준
은 각각 15.1%와 30.8%로서 경기(45.8%)나 수도권(55.8%)에 비해 작으나 2000년대 이후
충북과 충청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데 비해 여타 지역은 물론 경기와 수도
권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2009년의 경우 충북과 충청권은 각각
15.0%와 29.4%이었으며 경기와 수도권은 각각 51.1%와 58.4%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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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시도별 의약품 제조업 사업체 및 근로자1)
전산업

사업체수
(개)

근로자수
(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구성비
(%)

사업체수
(개)

근로자수
(명)

구성비
(%)

근로자
1000명당
의약품제조업
근로자수(명)

전 국

3,676,876

19,173,474

100

906

34,786

100%

1.8

1. 수도권

1,736,300

9,739,962

50.8%

458

19,420

55.8%

2

서 울

785,094

4,585,090

23.9%

101

1,171

3.4%

0.3

인 천

177,990

895,657

4.7%

28

2,322

6.7%

2.6

경 기

773,216

4,259,215

22.2%

329

15,927

45.8%

3.7

2. 충청권

374,753

1,962,400

10.3%

223

10,720

30.8%

5.5

대 전

105,676

536,181

2.8%

49

1,477

4.2%

2.8

세 종

7,468

56,867

0.3%

9

677

1.9%

11.9

충 북

115,611

591,509

3.1%

93

5,247

15.1%

8.9

충 남

145,998

777,843

4.1%

72

3,319

9.5%

4.3

3. 대경권

401,451

1,853,698

9.6%

58

841

2.4%

0.5

대 구

195,717

849,631

4.4%

21

326

0.9%

0.4

경 북

205,734

1,004,067

5.2%

37

515

1.5%

0.5

4. 동남권

597,889

3,062,177

15.9%

60

922

2.7%

0.3

부 산

271,983

1,297,862

6.7%

26

436

1.3%

0.3

울 산

76,993

488,627

2.5%

7

47

0.1%

0.1

경 남

248,913

1,275,688

6.7%

27

439

1.3%

0.3

5. 호남권

385,353

1,777,321

9.3%

66

1,621

4.7%

0.9

광 주

108,808

529,113

2.7%

10

192

0.6%

0.4

전 북

139,656

624,407

3.3%

31

949

2.7%

1.5

전 남

136,889

623,801

3.3%

25

480

1.4%

0.8

6. 강 원

129,403

551,182

2.9%

35

1,195

3.4%

2.2

7. 제 주

51,727

226,734

1.2%

6

67

0.2%

0.3

주 : 1) 2013년말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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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외국의 바이오클러스터

1. 오송생명과학단지
1) 현황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체(산), 대학
(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집적된 생명공학 클러스터로서 2008년에 당시 충북 청
원군 강외면 오송리(현재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958만 9,000m2의 부지(제2생명과학단지
부지 포함)에 조성한 우리나라 유일의 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크게 ① 기업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관련 국책기관들이 입
주해 있는 보건의료행정타운, ② 기업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③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입주해 있는 생산시설구역, 그리고 ④ 주택, 학교, 공원 등 주거 및 공공시
설이 위치하고 있는 정주시설로 나뉘어진다.

<그림 5> 오송 바이오밸리

자료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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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행정타운에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
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 국책기관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입지함으로써 오송단지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형 바이오클러스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오송행정타운에 입지해 있는 국책기관
들의 주요 업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이들 6개 국책기관 외에 바이오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함께 입주해 있거나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다. 국가단위 인체자원
(혈액시료, 암 및 질환조직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2012년 4월
준공), 국가 의과학지식의 체계적 관리, 신종 병원체 진단과 백신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2013년 12월 준공)가 입주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의 체계적
등록관리 및 기초연구 결과의 임상적용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가 현재
공사중에 있다.
<표 14> 오송행정타운 내 국책기관별 주요업무
기관명

주요 업무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정책개발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 등의 심사
• 위해평가 시험분석
• 시험방법・허가심사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

3. 질병관리본부

• 급성･만성 감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질환 관리
• 인간유전체 실용화 사업
• 질병퇴치 및 예방, 신종전염병 예방 및 대응, 검역관리

4. 국립보건연구원

• 방역, 감염병 발생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질병감시, 진단법 및 백신 개발
• 유전질환 발병원인 규명 침 치료법 연구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 보건산업 정책이슈 및 실태・동향분석
• 보건산업 통합통계DB 구축 및 정보제공

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 서비스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관련 교육훈련

자료: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15년 3월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가동 중이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60개이다. 이들 업체들의 업종을 보면 제약(화장품 포함)이 37개사(61.7%), 의료기기가
19개사(31.7%), 식・음료품이 4개사(6.7%)이다. 이 중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LG생명과
학, CJ헬스케어, 신풍제약 등을 포함하여 총 45개이며 나머지 15개 업체는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자체 연구시설을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계획으로 있는 업체의 수는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45개이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에는 연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의 전과정을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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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4년 8월에는 오송 KTX역 인근 328만 4,000㎡ 부지에 조성될 오송 제2생명과
학단지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2018년까지 약 9,323억 원의 예산
이 투입되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조성될 계획이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부지 중 112만㎡의 산업용지에는 BT, IT, 첨단업종 및 연구시
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배후에는 1만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6개의 교육시설과 각종 공공시설 및 상업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생산,
연구, 주거, 교육, 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오송단지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본 소절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
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1일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하여 연구ㆍ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총 45개)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과정에 있는 기업(총 28개)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가동업체 9개와 가동예정업체 7개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
다(응답률 21.9%).14) 여기에서는 응답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가동업체와 가동예
정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응답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표 15>는 오송단지 입주기업들이 오송단지를 선택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응
답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기업이 식약처 등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의 존재로 인
한 인허가 업무의 용이성을, 그리고 3개(18.8%)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공하는 기
술지원의 용이성을 오송단지에 입주동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예상했던 바로서 보건의
료관련 국책기관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연구지원시설의 존재가 바이오기업들의 입지선
정에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오송단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개, %)
오송단지를 선택한 이유

기업수

구성비

① 식약처 등 보건의료관련 국책기관의 존재로 인한 인허가 업무의 용이성

8

50.0

② 첨단의료복합단지(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포함)의
존재로 인한 기술지원의 용이성

3

18.8

③ 우리나라 유일의 보건의료 분야 국가산업단지이므로

1

6.3

④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

2

12.5

⑤ 시설부지 또는 연구공간 제공과 관련된 지원

2

12.5

⑥ 편리한 교통

0

0.0

16

100.0

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14)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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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은 기업들이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입주관련 각종 규제”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기업
이 각각 5개(31.3%)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입주 비용(부지구입비 또는 연구
실 임차료)”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기업은 4개(25.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7>은 입주 후 또는 입주계약 체결 후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리
한 것이다. 설문지는 본 문항에서 제1 순위 애로사항과 제2 순위 애로사항을 따로 응답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순위 구분 없이 각 기업이 복수 응답한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부족”을 현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총
7개(21.9%)로서 가장 많았다. “자금부족”을 꼽은 기업이 5개(15.6%)로서 두 번째로 많
았으며 그 뒤를 이어 “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의 어려움”, “원자재가격 상승”, 그리
고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나란히 세 번째로 많았다.15)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오송
단지에 입주하면서 기대했던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각종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송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책기관 및 지원기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16>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개, %)
입주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기업수

구성비

① 입주 자격요건이 엄격 또는 모호해서

0

0.0

② 입주신청절차 또는 신청접수기관이 불분명 또는 복잡해서

2

12.5

③ 입주신청 처리기관의 불친절 또는 고압적 태도

0

0.0

④ 입주 관련 각종 규제

5

31.3

⑤ 입주 신청심사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0

0.0

⑥ 높은 입주 비용(부지구입비, 연구실임차료 등)

4

25.0

⑦ 인력확보의 어려움

5

31.3

⑧ 기타 (구체적으로:

0

0.0

16

100.0

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15) 제1 순위 애로사항만을 보는 경우, “자금부족”과 “경쟁심화 또는 바이오제품 수요 감소”가 각각 5개(31.3%)와 3
개(18.8%)로서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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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현재의 애로 사항(순위를 매겨서 2개 선택)
(단위: 개, %)
현재의 애로 사항

기업수

구성비

① 부진한 기술개발

1

3.1

② 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의 어려움

4

12.5

③ 자금부족

5

15.6

④ 원자재가격(유가포함) 상승

4

12.5

⑤ 인력확보의 어려움

4

12.5

⑥ 경쟁심화 또는 바이오제품 수요 감소

3

9.4

⑦ 판로개척의 어려움

2

6.3

⑧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 부족

7

21.9

⑨ 정부의 각종 규제

2

6.3

⑩ 기타

0

0.0

32

100.0

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다음으로 <표 18>은 오송단지가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본 문항에서도 앞의 <표 17>에서와 마찬가
지로 제1 순위 필요사항과 제2 순위 필요사항을 따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편의상
순위 구분 없이 각 기업이 복수 응답한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오송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바이오 및 의약품 관련 R&D 투자 증대”가 필요
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개(21.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각각 5개(15.6%)의 기
업이 “오송단지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와
“고급인력유치를 위한 오송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응답하였다.16)
앞의 <표 17>과 <표 18>을 종합해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서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금융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고급인력확보를 위해 오송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표 19>는 입주기업들의 오송단지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나타
낸 것이다. 전체 16개 응답기업 중 7개(43.8%) 기업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
으며 6개 기업(37.5%)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머지 3개 기업(18.8%)은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여 오송단지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나타낸
16) 제1 순위 필요사항만을 보는 경우, “정부의 바이오 및 의약품 관련 R&D 투자 증대”를 지적한 기업이 6개(3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오송단지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와 “오송
단지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간 네트워크 및 협력의 확대강화”가 각각 2개(12.5%)로서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26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에 나타난 결과는 오송단지에 입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발전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8> 오송단지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개, %)
오송단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

기업수

구성비

① 정부의 바이오 및 의약품 관련 R&D 투자 증대

7

21.9

② 오송단지 내 공공기관들간의 가버넌스(운영관리 및 협력체계) 확립

2

6.3

③ 오송단지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및 금융지원 확대

5

15.6

④ 임상연구병원 설립 등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확충

2

6.3

⑤ 바이오 벤처펀드 조성

0

0.0

⑥ 대내외 홍보강화 및 국내외 바이오관련 기업 유치

0

0.0

⑦ 오송단지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간 네트워크 및 협력의 확대강화

2

6.3

⑧ 오송단지 내 바이오 기업과 외국 바이오 기업간의 기술제휴 및 네트워크 강화

2

6.3

⑨ 최신설비 확충

0

0.0

⑩ 해외시장 개척

2

6.3

⑪ 입주희망기업 및 기입주 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3

9.4

⑫ 바이오 전문인력 및 바이오 지원인력 양성 강화

1

3.1

⑬ 단지내 바이오 및 의약품 분야 job center 설치운영

0

0.0

⑭ 바이오 및 의약품 분야 on-line 취업 및 채용지원 site(예컨대
Osongbiojob.net”) 운영

0

0.0

⑮ 고급인력유치를 위한 오송단지의 정주여건 개선

5

15.6

(16) 기타

1

3.1

32

100.0

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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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오송단지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
(단위: 개, %)
오송단지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

기업수

구성비

① 대폭 성장

7

43.8

② 소폭 성장

6

37.5

③ 현수준 유지

3

18.8

④ 소폭 둔화

0

0.0

⑤ 대폭 둔화

0

0.0

16

100.0

계
자료 : 한국은행 충북본부

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새로운 의약품 및 첨단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제
공함으로써 보건의료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조성된 단지이다17). 즉,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이 집적된 R&D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첨단의료제품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기업에게 제품 개발
에 필요한 기술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8월에 대구 신서지역과 충북 오송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으로 복수 지정되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은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이, 그리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 및 운영은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이 담당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크게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기관입주 구역, 연구지
원시설 구역, 편의시설 구역으로 구성된다.18)
핵심인프라 구역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제약),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료기기), 첨
단임상시험센터(임상) 등 3대 센터가 들어서며 단지의 ‘본부’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기관들은 단지에서 생산되는 기초연구 성과와 인프라를 연계해 임상시험을 거친 뒤 실
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을 총괄한다. 이 중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신약개발에 있
어서 핵심요소인 신약 후보물질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연구 및 개발된 후보물질의 상
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민간기업의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새로운 의료기기의 연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약칭으로 통상 “첨복단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첨단의료복합”중 핵샘 단어인 “의료”
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예컨대 “첨단해양복합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첨
복단지”가 아니라 “첨해단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서도 동법의 약칭을 “침단의료단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1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bi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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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제품의 설계 및 제작, 시제품의 성능,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평
가 등 첨단의료기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각 단계에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연구기관입주 구역에는 국내외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 임상전시험기관, 벤처연구타운
등이 입주하며 단지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구역 내 원스톱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지에서 투자도 유치한다.
연구지원시설 구역은 생물자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단지 내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원들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
설이 들어서는 구역이다. 이 중 실험동물센터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해 신
약 및 의료기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임상시험신
약생산센터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 ･ 공급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신약개발을 지원한
다. 특히 2018년부터는 원료에서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구역에는 연구원 숙소 등 단지 거주인원들이 이용할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그림 6>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자료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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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1)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19)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는 워싱턴D.C.의 북서쪽에 연접해 있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바이오클러스터로서 미국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중의
하나이다.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는 1979년 식품의약청, 국립보건원 등의 공공기관의 입주를
계기로 주변의 명문대학인 메릴랜드대학, 조지타운대학, 존스합킨스대학에서 배출된 인
재를 활용하여 바이오벤처 단지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청 등 다수
의 바이오 관련 연방정부기관이 매우 가까이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차별성을 가진다.
식품의약청, 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과 존스합킨스대학병원 외에 연방정부
가 운영하는 50여개의 연구기관들과 5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들이 메릴랜드대학, 볼티
모어 바이오파크, 사이언스-테크놀로지 파크 등 연구단지들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다.
메릴랜드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생명과학의 발전을 추진한 최초의 주이다.
메릴랜드 주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7년에 바이오 기업, 대학, 공공기관의 인
사들로 구성된 생명과학자문위원회20)를 조직하여 2009년 5월에 향후 10년간의 바이오
발전전략인 『BioMaryland 2020』을 작성하였다. 생명과학자문위원회는 보고서발간을 완
료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는『BioMaryland 2020』의 실행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주 정부의 기업 및 경제
발전부 내에 설치된 바이오메릴랜드 센터이다.21) 바이오메릴랜드 센터는 바이오 기업과
대학 및 연방정부 기관의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들과 자
금제공자, 동업자, 고객들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메릴랜드 센
터는 바이오 관련 자금, 사업계획, 시장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하는 기업이나 대학교수에게 연구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국내외 홍보활동도 수행한다.
이러한 주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메릴랜드주의 바이오 관련 일자리가 2001년의 25,000
개에서 2006년 28,200개로 3,200개 증가하였으며 2007년 ~ 2009년의 2년의 기간 동안에
는 50 여개의 업체가 신규 입주하여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었다. 바이오

19) 매국 메릴랜드주 BioMaryland 홈페이지(http://www.bio.maryland.gov/Pages/default.aspx)
20) 현재의 생명과학자문위원회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메릴랜드 주정부의 기업 및 경제발전부 장
관, 메릴랜드 기술개발협회 대표, 3명의 바이오 관련 연방정부기관 인사, 바이오 기업 인사 7명(이 중 3명은 중소기업
인사), 대학 인사 4명, 일반 시민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http://www.bio.maryland.gov/aboutus/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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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메릴랜드주에서 만들어
진 새로운 일자리의 약 1/3 정도가 바이오 관련 일자리였다.22)
2010년 기준 입주 기업체의 절반 정도는 의약품제조(이 중 대부분은 합성의약품보다
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에 특화)와 관련된 업체이다. 나머지의 약 절반(전체 사업체의 약
25%)은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나머지는 유전자 분석, 의료기기 제작, 혁
신적인 R&D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산업 투자 면에서, 2002년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대학의 바이오관련 연구비가 8
억 7천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44%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의 바이오 관련 R&D 지출액
은 80억 달러 수준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 이어 미국내 3번째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7> 몽고메리 바이오클러스터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일본 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23)
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는 1995년에 고베 지역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경제적, 사회적 대재앙을 겪은 고베시의 복구를 지원하고 고령화에의 대응, 의료복지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는 고베시와 인근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들 간에 형성된
산학연 협력관계를 중심축으로 260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베 시립병
원, 고베 암센터 등 첨단의료기술을 갖춘 의료기관도 함께 입주해 있다.
22) http://sciencecareers.sciencemag.org/career_magazine/previous_issues/articles/2012_04_06/science.opms.r1200117
23) http://www.kobe-lsc.jp/wp-content/themes/kbic/img/pamphlet/pamphlet04_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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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첨단의료진흥재단으로 2000년
3월에 설립되었다. 첨단의료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목표는 ① 기초연구에서의 성과를 임
상에 적용하는 일, ②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일, ③ 혁신적인 의료
체계를 고안하는 일, ④ 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첨단의료진흥재단은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명의료연구혁신본부, 고베 클러스터
지원기구, 실용화 연구 정보과학 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을 두고 있다.
생명의료연구혁신본부는 자체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인 의료기술로서는 치료가 어려
운 난치성 질환을 첨단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
다. 고베 클러스터 지원기구는 고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고베의 중소기
업에 대한 사업지원 활동, 외국 생명과학클러스터와의 제휴 및 협력, 고베 바이오클러스
터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용화 연구정보과학 센터는 기술개
발, 임상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8> 고베 바이오클러스터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3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현황 및 발전방향

Ⅴ. SWOT분석 및 발전전략
1. SWOT 분석
앞에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정부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 보건
의료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조성된 이후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
로서의 지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발전가능성과 관련하여 간단한
SWOT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① 강점(Strength)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해 왔으며 첨단의료복합
단지 부지로 선정됨으로써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관련 연구지원시
설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의 메카
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북지역에 의약품관련 바이오산업체가 집적되어 있어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산업발달이 기대되며, 지리적으로 수도권 및 행정수도와 근접해 있고, 오
송 KTX역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주요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 향후 발전가
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② 약점(Weakness)
충북내에 위치한 바이오산업체의 경우 중소형 업체가 대부분이라서 대규모 R&D투자를
통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아직까지 민간주도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진행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좁게는 오송 또는 청주시, 넓게는
충북 또는 충청권에서의 바이오 산업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비수
도권 지역에 새로이 조성된 단지로서 주거, 교육, 소비, 문화 등 정주여건이 크게 미비
하여 생명과학단지가 필요로 하는 인력, 특히 고급인력의 유치가 어려우며 일단 취업한
인력의 유지도 쉽지 않다는 약점을 가진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는 다양한 부처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구
상할 가버넌스조직이 부재하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기획
재정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바이오산업 관련 정부조직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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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각종 행정적 규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
③ 기회(Opportunity)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바이오관련 융복합산업이 지속
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오송생명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
행되고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발전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④ 위협(Threat)
경제침체와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는 향후 바이오산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
가지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래의 계획과 달리 단일 지역이 아닌 복수 지역(오송과 대
구)에 설치됨으로써 고도의 집적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최근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수도권(특히 인천 송
도) 대비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표 20>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6대 국책기관 등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관련 기관 및
시설 집적

◦ 도내 바이오기업의 영세성 및 R&D 분야 투자 여력 위축

◦ 오송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 민간주도 R&D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미약

◦ 도 및 해당시군의 바이오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

◦ 바이오 산업 관련 인력육성 및 전문연구인력의 정주여건 부족

◦ 수도권 및 행정수도와 근접한 지리적 강점

◦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거버넌스 문제

◦ 의약품산업에 특화된 사업개발 가능
기 회 (OPPORTUNITY)
◦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확대 및 바이오관련 융복합 산업
발전
◦ 바이오산업을 포함하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R&D) 투자 증대정책(‘15년 미래부 업무보고)
- 바이오 등 유망분야의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정책

위 협 (THREAT)
◦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위축된 예산지원 전망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 확보 어
려움
◦ 지역별 경쟁심화로 인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및 연구성과
의 사업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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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전략
1)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 개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입주심사 및 첨단의료복합
단지내 생산시설설치에 관련된 규제완화이다. 즉,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첨단의료복합단
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승인을 받
도록 되어 있어 중복심사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
관이나 기업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험용 의약품 뿐
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성공한 제품의 생산도 함께 허용하여야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
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4) 그러나 이 중 임상시험에 성공한 제품의 첨
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첨단의료복합단
지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들 단지내 생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임대료 감
면, 부대시설 설치, 운영지원 등은 과도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6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른 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
부 및 국토교통부)의 차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거나 또는 국무총리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른 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차관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부처(기
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
여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
차 종합계획』을 확정한 제9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에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25)

2) 바이오산업 관련 R&D 투자 증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생명과학분야 R&D 투자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
켜 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는 정부의 바이
오 관련 R&D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은 그 특성 상 사업화
에 긴 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단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된 투자의 수익성은 낮을 가능성이
24) 오제세의원(청주)은 2015년 8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만으로 입주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 임상시험에
성공한 제품의 일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25)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에 의하면 지난 해에 두 차례의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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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이러한 특성이 정부의 생명과학분야 R&D 투자를 과도하게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 투자의 우선순위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과 R&D 투자에 배정된 예산이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
행되는지의 여부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또한 현재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R&D투자를 민관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종 금융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병
행되야 할 것이다.

3)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통합적 관리운영 기구 설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운영에는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
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과 식약처,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충청북도와 청주
시, 그리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오송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못 하고 있어 오송단지 운영의 효율성이 높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앞에서 살펴 본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메릴랜드
센터나 일본 코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의 첨단의료진흥재단과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입주희망기업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기업의 인
력확보 및 네트워크 결성 지원,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일본 코베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형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하는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전반을 운영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
하는 방안
②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형 : 보건복지부의 조직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③ 국무총리실 또는 충청북도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하부조직
을 설치하는 방안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역할 재검토
대구와 오송이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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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의료기기의 개발을, 그리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합성신약
과 IT기반 의료기기의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 단지 간 역할분담을 설정하였다. 그러
나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애당초 BT기반 의료기기와 IT기반 의료기기의 구분이 쉽지 않
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역할분담은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복수지정은 고도의 집적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화라
는 원래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연구개발의 효
율과 단지조성의 성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실
제로 오송과 대구 두 곳에 거의 동일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중복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을 운용할 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고가의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5) 바이오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금지원 확대
앞의 오송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오
송단지입주를 준비하는 동안은 물론 입주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자금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를 늘리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
증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지구입이나 시설투자
를 위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오송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중소기업청이나 충청북도가 가칭 “오송바이오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오송단지
내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6) 첨단의료ᆞ임상연구병원 설립 등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 확충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의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첨단의료
ㆍ임상연구병원이다. 충북은 현재 의약품의 개발과 관련한 임상시험기관이 다소 취약한
상황이다. 2014년말 현재 전국의 임상실험기관 수는 194개이나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7개로 전체의 3.6%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나 일본 코
베의 생명의료혁신 클러스터내에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임상시험과 환자의 치
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존재한다.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반드시 오송단지에 소재한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오송단지
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담당할 의
료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내의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의
료기술을 시술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첨단병원을 오송단지 내에 설립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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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물론 중국 등 인접국의 난치성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때 오송단지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 바이오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 양성
오송단지 내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업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인
력확보의 어려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충북대, 청주대 등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부지원의 확충 등을 통해 이러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송단지 내의 기업들이 인력확보 및 인력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의 하나가 바로 정주여건의 미비이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및 인근지역의
주택, 교육, 교통, 소비, 문화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오송역 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오송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송단지 내 기업들의 구인과 바이오 인력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구
직사무소(job center)를 오송단지 내에 설치, 운영하면서 해당 사무소에서 우리나라 전역
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 및 의약품 분야 온라인 취업 및 채용지원 site(예컨대
“Osongbiojob.net”)를 함께 운영한다면 오송단지 내 기업들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26)

8) 바이오 네트워크 확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공학기술의 수준이 낮다. 우
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바이오 부문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제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송단지 내 기
업들이 단지 내의 다른 기업들 및 국내의 다른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 관련 기업과의 정
보공유 및 제휴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오송단지 내의 대학과 공공기관들이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국내외의 바이오관
련 대학 및 공적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하여 단지내 기업들의 국내외
기업들과의 제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및 홍보활
동의 강화를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쟁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국내외 바이오관련
기업을 오송단지 또는 인근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6)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www.biojob.co.kr 이라는 이름의 바이오 관련 on-line site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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