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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Ⅰ. 검토 배경

□ 인천지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생

산 및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
ㅇ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해외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여 생산능력이 확충된 가운데
최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대량 특허절벽*과 맞물려 세계시장에서
의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크게 기인
* 특허절벽이란 기존 신약의 특허 만료에 따라 신약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바
이오시밀러 제품이 대거 출시되는 상황을 말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들은 글로벌 제조사에 비해 다수 제품에 대하여 빠른 출시가 예상

□ 다만, 인천 송도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소수의 대형 생산·제조업체 위주
로 성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동반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바이오클러스터의 형성이 미흡
ㅇ 지역경제와의 낮은 연관성 및 미흡한 파급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
의 성장동력으로서는 부족하며,
연구·개발 모듈군, 제조 모듈군, 바이오 관련 서비스 모듈군 등이 유
기적으로 결합되고 협업을 통하여 혁신이 이루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
로의 발전은 아직 크게 부족
⇒ 인천지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

Ⅱ.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필요성과 성공요인
1

바이오클러스터의 필요성 및 주요 사례

□ OECD에 따르면 클러스터란 특정 산업의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식집약 기업 등이 지리적 집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 집적한 지역을 의미(OECD, 2011)

ㅇ 특히 바이오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산업
으로서 동 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에는 연구개발, 제조·생산, 상업화
등 각 공정간의 시너지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로 발전하
는 것이 중요
― 또한 바이오산업의 여러 주체간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물리적 집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네트워킹도 중요한데
물리적 집적을 통해 창업·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바이오클러
스터 내 주체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교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해외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세계 바이오의약산업 선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이 주로 바
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
ㅇ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바이오폴리스(연구중심)와 투아스(생산
중심)라는 거점을 집중 개발하였는데 낮은 법인세 부과를 통해 GSK,

머크 등 3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제조·연구시설을 유치
ㅇ 미국의 경우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애고 등에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ㅇ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조세정책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로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본사가 위치
□ 한편 국내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는 생물의약, 해양바이오 등에 특성화
되어 송도 바이오메디파크, 오송 바이오밸리, 대구 메디밸리, 대전 바이
오테크로폴리스 등이 조성되어 있음
ㅇ 이들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연구개발·의료기기·바이오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나 중소규모의 업체 또는 연구소 중심
의 클러스터가 많으며 일부의 경우 지자체간 중복투자가 발생

―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각 클러스터의 특
성을 살려 육성하고 클러스터간 교류하게 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클러스터 위주로 재편할 필요성이 큼

2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요인

□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적과 더불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산업의 여러 주체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ㅇ 제조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여러 바이오의약산업 부문 주체들이
클러스터내 또는 클러스터간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또한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육성전략이 효
과적이며 단기적인 사업별 개발보다 중장기적·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 기능, 전임상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할 필요
가 있고 공공영역의 서비스 기능 제공이 긴요하며
기본적인 제조·연구시설이 입주한 중기 이후에는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와 관련된 인수합병·자문관련 기능, 특허·홍보 등 관련 바이
오서비스기업의 유치가 효과적

Ⅲ. 송도지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현황
1

송도 바이오산업 동향과 전망

(생산 현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는 소수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 기업이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단일도시로서는 독일 다음으로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확대될 전망

ㅇ 송도 소재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은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생산능력을 2005년 5만리터 수준에서 2017년 32
만리터 수준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2021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총 67만리터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될 예정
(수출 현황)
□ 인천지역 의약품 수출은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의 급속한 생산 능
력 확충에 힘입어 2016년중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41%)를 지속
ㅇ 인천지역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2010년 이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
직스 등 3개社의 2016년중 매출규모가 총 1조를 초과하며 인천 제조업
GRDP의 5.8%를 차지
― 다만 고용비중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성상 인천지역
제조업 종사자수의 0.9%에 불과
인천지역 의약품 수출 추이

인천지역 의약품 산업의 지역경제내 위상
구 분

수출

매출
규모1)
고용1)

주: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내 용
’13년 2.1억달러
(인천지역 전체 수출대비 0.8%)
→ ’14년 3.4억달러 (1.1%)
→ ‘15년 8.1억달러 (2.6%)
→ ‘16년 11.4억달러 (3.2%)
’15년 6,440억원 →
’16년 11,130억원
(인천지역 제조업 전체 GRDP의 5.8%)2)
’15년 약 2,500명 →
‘16년말 약 3,000명
(인천지역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의 0.9%)

주: 1)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3
개社 합계
2) 인천지역 제조업 GRDP는 2015년 기준
자료 : 각 社, 통계청, 무역협회

□ 또한 202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다수 만료되는 특허절벽에 직면
함에 따라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개발·허가중에 있어 이와 같은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기 출시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미국·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출시될 제품도 주요 글로벌 제약사보다 빨리 출시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되어 당분간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 다만 2020년까지의 특허절벽에 대비하여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
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송도지역 바이오의약품 제조
사들의 선점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전망

2

송도 바이오프론트 구축 현황

(입주기업 현황)
□ 인천지역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구내에 바이오클러스터(송도 바이오메
디파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성중이며 현재 약 3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이 입주중
ㅇ 송도 바이오메디파크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바이오 서비스
분야 등의 기업 및 연구소·학교 등을 유치하였으며 도시형 공장과
연구실 등을 입주 목적으로 하는 R&D 벤처 집적시설인 BT센터 등
아파트형 공장 시설이 건립
□ 제조기업의 경우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DM바이오·바이넥스 등
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거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생산
ㅇ 연구시설의 경우 약 10여개가 위치해 있는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병연구소에서는 임상지원 등이 가능하고 대학 연구소에서는 주로 기
초연구를 수행중
ㅇ 바이오의약 관련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지난해 다수의 글로벌 의
약서비스 기업이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공급할 목적
으로 송도에 바이오인력 교육센터를 설립

□ 한편 매립이 완료된 송도 11-1공구에는 주요 대학의 산학연구소, 바이오
융합 산업연구단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추가공장 등이 입주를 희망하나
해당 부지에 대규모 제조시설의 신규 진입은 다소 어려울 전망
(인력·투자 현황)
□ 인천지역의 바이오 인력은 2015년말 기준으로 총 3,546명으로 전국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의 2,720명에서 30% 가량 증가
한 것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5.0%)을 크게 상회
ㅇ 연구·개발인력보다 제조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사 이하 졸
업의 비중이 큰 편이며 향후에도 이를 중심으로 인력이 늘어날 전망
□ 한편 2015년중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3,595억원,
시설투자비 2,290억원으로 전국의 약 34.1%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의
52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모습
ㅇ 다만 이와 같은 투자는 소수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송도 지역에는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사가 부족하여 중소 벤처기
업 등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
인천지역 바이오산업 인력 추이 및 비중

인천지역 바이오산업 투자 추이 및 비중
(억원, %)

(명,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2014년
115
(4.2)
683 (25.1)
1,010 (37.1)
912 (33.5)
2,710 (100)

2015년
151
(4.3)
812 (22.9)
1,317 (37.1)
1,266 (35.7)
3,546 (100)

자료 : 201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 : 괄호안은 비중

2014년

2015년

연구개발

166

(2.3)

3,595

(27.4)

시설투자

355

(1.3)

2,290

(55.6)

계

520

(3.6)

5,885

(34.1)

자료 : 201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 괄호안은 전국대비 비중

Ⅳ. 평가 및 문제점
□ 최근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 및 수출을 중심으
로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세, 선점효과, 뛰어난 정주여건 및 저렴한 부지 제공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

①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 대규모
만료) 기존의 화학의약품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 대규모 만료로 바이
오시밀러 시장이 급속히 신장
② (송도 소재 제조기업들의 선점효과) 인천지역의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
은 여타국의 제조기업들이 이제 제품개발 등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반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미리 준비하여 출시하였거나 출시 준비중
③ (편리한 정주여건) 또한 송도는 공항항만시설 등 우수한 교통여건 등
을 바탕으로 다양한 물류인프라가 근접해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인프라 및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
④ (저렴한 부지제공 등 정책적 지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바이오시밀
러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 송도 개발지역을 장기 무상임대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지원
□ 그러나 송도 바이오프런트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증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생산에만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① (물리적 시설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연구개발 및 상용화 관련
신규기업 유치 등이 바이오산업 관련 주체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
출보다는 물리적 시설 집적에 그치는 수준
② (인력육성기관·벤처캐피털 등 배후서비스 부족)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며 클러스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
금을 조달하는 시스템도 부재
③ (중소규모의 바이오벤처 부족) 다수의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는 수
십개에서 수백개의 중소규모 바이오벤처가 대형 제약사 등과 협업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송도에는 이러한 입주기업이 부족

④ (장기적 시각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 부재) 성공적인 바이오클러
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총체적 육성전략이 필요하나 송도의
경우 개별 기업의 유치와 단기적 사업 중심으로 성장

Ⅴ. 향후 정책과제
 R&D 및 상용화 기업 유치·지원 : 연구개발 및 상용화 중심의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바이오시밀
러 생산과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시밀러 생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를 개선
ㅇ 바이오 관련 중소규모 벤처기업, 연구소와 임상분야 연계기관의 입주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바이오신약 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 악화에 대비
 배후서비스 지원 성과 개선 : 물리적 지원과 함께 산학 주체간 네트워크
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을 확대
ㅇ 송도의 바이오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고 세미나와 간담회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주체간 긴밀
한 연계를 지원하고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
 타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 증대 : 타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시너지효과를 기대
ㅇ 홍릉·판교 등의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연구개
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산업 육성 : 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종
□

육성에서 바이오산업 전체 육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바이오 업종간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정립
ㅇ 바이오의약품 이외에도 화학·식품·에너지 등의 분야의 육성을 통해
고용 증진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

Ⅰ. 검토 배경
□ 인천지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시밀러 생
산 및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
ㅇ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한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바이오시밀러 제
조사의 생산능력 확충과 수출 급증*으로 매출규모가 확대되고 인천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
*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에 비해 수출 규모는 약 20배 증가
** 의약품이 인천지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의 0.8%에서 2016년
도에는 3.2%로 급증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

□ 이는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일찍부터 입지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해외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대규모 투
자를 시행하여 생산능력이 확충된 가운데
최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대량 특허절벽*과 맞물려 세계시장에서의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크게 기인
* 특허절벽이란 기존 신약의 특허 만료에 따라 신약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바
이오시밀러 제품이 대거 출시되는 상황을 말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들은 글로벌 제조사에 비해 다수 제품에 대하여 빠른 출시가 예상

ㅇ 인천지역 바이오 제조기업은 장기적으로는 다국적 제약사, 중국 및 인
도 기업들의 추격 등으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이나 향후 수년간
은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 다만, 인천 송도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소수의 대형 생산·제조업체 위주
로 성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동반성장에
필수불가결한 바이오클러스터의 형성이 미흡
ㅇ 지역경제와의 낮은 연관성 및 미흡한 파급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
의 성장동력으로서는 부족하며,
연구·개발 모듈군, 제조 모듈군, 바이오 관련 서비스 모듈군 등이 유
기적으로 결합되고 협업을 통하여 혁신이 이루어지는 바이오클러스터
로의 발전은 아직 크게 부족
⇒ 인천지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

Ⅱ.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필요성과 성공요인
1. 바이오클러스터의 필요성
□ OECD에 따르면 클러스터란 특정 산업의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식집약 기업 등이 지리적 집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 집적한 지역을 의미(OECD, 2011)
ㅇ 특정 산업의 다양한 주체가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협력과 경쟁의 환경
이 조성되며 범위와 규모의 경제가 생성되어 비용의 편익도 발생
□ 특히 바이오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산업으
로서 동 산업의 성장 및 고도화에는 연구개발, 제조·생산, 상업화 등
각 공정간의 시너지 창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것
이 중요함
ㅇ 바이오의약품은 약물표적 발굴, 후보물질합성, 전임상시험, 1~3임상시
험, 허가, 생산, 판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대학,
병원, 공공연구소, 벤처기업, 거대 제약사 등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
― 개별 기업 또는 연구소가 바이오의약산업의 모든 단계를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우며 각각의 단계도 여러 관련 주체간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ㅇ 또한 바이오산업의 여러 주체간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물리적 집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네트워킹도 중요한데
물리적 집적을 통해 창업·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바이오클러스터
내 주체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도록 할 필요

2. 주요 사례
(해 외)
□ 해외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세계 바이오의약산업 선도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이 주로 바
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
ㅇ 화이저, 노바티스, 머크, 로슈 등 거대 다국적 제약사는 미국(샌디에고,
보스턴), 싱가포르(바이오폴리스, 투아스), 아일랜드(더블린, 코크) 등의 클
러스터를 중심으로 활동
주요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2001년부터 원노스라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20여년간 약 270억달러를 투자하여 바이오산업의
선진국으로 변화
ㅇ 바이오폴리스(연구중심)와 투아스(생산중심)라는 거점을 집중 개발하였
는데 낮은 법인세 부과를 통해 GSK, 머크 등 3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제조·연구시설을 유치
― 한편 신생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의 투자 금액만큼 정부
가 매칭 지원함으로써 신생 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우수인력 및 미국 대학의 인력육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

□ 미국의 경우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애고 등에 바이오클러스터가 형
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
ㅇ 연구개발 기능과 더불어 벤처기업과 관련서비스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의 상업화 기능이 집적되는 등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 벤처가 생겨나고 이러한 기업체에
수백여개의 벤처캐피탈사가 투자자로 나서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대학과 병원에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
진화된 자본시장이 바이오클러스터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연구기관의 경우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9,000여개가 넘는 특허
를 보유하는 등 연구결과를 상용화하는 능력도 뛰어남
□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조세정책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로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본사가 위치
ㅇ 조세혜택 및 유럽시장 접근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6천만유로를 투자하여 인력센터(NIBRT)를 설립
주요 해외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형성 배경

클러스터
고도화

각종 지원
제도 및
환경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폴리스)

미국
(보스턴-케임브리지)

아일랜드
(더블린, 코크)

- 정부주도의 20년 장기
정책 목표와 청사진
설정에 따라 형성

- 케임브리지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 벤처들이 생겨
나고 동 지역에 제약사들이
진출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

- 파격적 조세정책과 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제
약사 유치에 기반하여
형성

- 인접한 두 개의 클러
스터가 긴밀하게 연계

- 클러스터 내에서 대학·연구
소, 병원, 제약사가 긴밀하
게 연계

- 순차적으로 형성된 클러
스터가 긴밀하게 연계

→ R&D 중심의 바이오폴
리스와 제조·생산 중
심의 투아스 메디컬
파크 조성

→ 원천기술과 인재, 벤처창업
환경 제공(대학·연구소), 임
상실험(병원), 기술의 상업
화(제약사) 등 일련의 기능
이 자생적으로 발전

- 물적 지원: 여타국보다
낮은 17%의 법인세율,
일정 기업 법인세 면
제 등

- 물적 지원: 주정부 및 국립
보건원의 연구 보조 및 인
력개발 지원, 장비 구축, 조
세 인센티브, 보조금 등

- 인적 지원: 연구중심
듀크-NUS 의학전문대
학원 설립(00년), 유학
지원, 연구인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포
상프로그램 등

- 인적 지원: 벤처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대학, 병원, 연구
소의 연구자가 직접 벤처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

자료 : ‘바이오제약의 미래와 기회’(전경련) 재정리

→ 바이오 생산 기업을 유
치(코크)한 후, R&D기
업을 유치(더블린)하고,
이후 제약회사의 유럽
본사를 유치(더블린)
- 물적 지원: 세계 최저
법인세율(12.5%), 특허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6.25%), R&D 세액
공제(최대 37.5%) 등
- 인적 지원: 숙련된 생산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
는 정부주도의 트레이닝
센터 및 기금 운영 등

□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데 장강 과학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연구소가
입주중
ㅇ 특히 임상대행서비스 및 전임상 개발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배후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CRO)과 공동실험시설 등을 운영중
(국 내)
□ 국내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로는 생물의약, 해양바이오, 라이프케어소재
등에 특성화되어 조성되어 있음(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3)
ㅇ 주요 바이오클러스터로는 송도 바이오메디파크, 오송 바이오밸리, 대
구 메디밸리, 대전 바이오테크로폴리스, 춘천 바이오타운, 원주의료기
기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등이 있음
― 송도의 경우 바이오의약 제조기업이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으며 송
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항공물류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에 유리한 등 기타 국내 바이오클러스터와 다소 차별화
국내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지역
송도
오송

대구

유형
지자체
주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대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원주

대학 주도

춘천
광교
홍릉
(추진중)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지자체
주도
지자체
주도

주요 주체
송도테크노파크/
KITECH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
오송바이오 진흥재단 등
경북대 영남대 등 대학/
첨단의료복합단지
진흥재단 등
화학연, 생명연 등
정부불연연/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KAIST 등 대학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
밸리연세대학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경기도바이오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주요 분야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가 중심이 되어 바
이오의약품에 특화된 클러스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 개발에 특화
된 클러스터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방 및 전자의료기기에
특화된 클러스터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구개발에 특화된 클러스터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지원에
특화된 클러스터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특
화된 클러스터
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개발에 특화된
클러스터
서울 홍릉연구단지 내 과학기술 인력과 창업육
성기관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 육성에 특화

□ 이들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연구개발·의료기기·바이오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나 중소규모의 업체 또는 연구소 중심
의 클러스터가 많으며 일부의 경우 지자체간 중복투자가 발생
ㅇ 지자체간 경쟁 과열로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
며 바이오클러스터 내 네트워킹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
―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각 클러스터의 특
성을 살려 육성하고 클러스터간 교류하게 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
이 높은 클러스터 위주로 재편할 필요성이 큼
3.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요인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
□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는 지리적 집적과
더불어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산업의 여러 주체간 긴밀한 협력
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
ㅇ 제조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등 여러 바이오의약산업 부문 주체들이
클러스터내 또는 클러스터간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조세혜택과 같이 가시적인 유인 이외에도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ㅇ 또한 이들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는 공통적으로 제
조·생산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한 인적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시행될 필요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위한 주체별 역할
주체
정부

핵심 역할
- 클러스터내 주체에 대한 재정·정책지원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 클러스터내 혁신 주도
-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기업

- 타 조직과의 적극적 교류
- 외부 인력 유치 등

기타
지원조직

- 클러스터 내 기관에 대한 금융지원
- 배후서비스 지원

(단계별 육성전략)
□ 또한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육성전략이 효
과적이며 단기적인 사업별 개발보다 중장기적·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초기 단계에서 연구개발 기능, 전임상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할 필요
가 있으며 공공영역의 서비스 기능 제공이 긴요하며
기본적인 제조·연구시설이 입주한 중기 이후에는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와 관련된 인수합병·자문관련 기능, 특허·홍보 등 관련 바이
오서비스기업의 유치가 효과적

Ⅲ. 송도지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현황
1. 송도 바이오산업 동향과 전망
(생산 현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는 약 30여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중 소수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 기업이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단일도시로서는 독일 다음으로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확대될 전망
ㅇ 송도 소재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은
생산능력을 2005년 5만리터 수준에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2017년 32
만리터 수준으로 크게 확대
ㅇ 현재 셀트리온이 14만리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만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사는 신규 공장을 추가로 증설중에 있으며,
2021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총 67만리터의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어 송도 바이오의약품 클러스터 지역은 향후 세계 최대 바
이오의약품 제조 메카*로 자리잡을 예정
*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베링거잉겔하임(독일)은
30만리터, 론자(스위스)는 26만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경
에도 최대 45만리터(독일) 수준에 머물 전망

(수출 현황)
□ 인천지역 의약품 수출은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의 급속한 생산 능
력 확충에 힘입어 2016년중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41%)를 지속
ㅇ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도 이후 매년 평균 50%
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 규모는 2010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
ㅇ 한편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가장 큰 비중(85.2%)을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크게 증가(전년대비 +204%)

인천지역 의약품 수출 추이

인천지역 의약품 국가별 수출 추이
(천달러, %)
2015년

2016년

전 체

806,032

(100)

1,135,845

(100)

유럽

572,192

(71.0)

967,819

(85.2)

파키스탄

17,184

(2.1)

31,458

(2.8)

방글라데시

25,394

(3.2)

19,714

(1.7)

중국

5,430

17,425

베트남

15,264

(0.7)
(1.9)

14,848

(1.5)
(1.3)

미국

3,462

(0.4)

13,991

(1.2)

주: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 인천지역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2010년 이후 수출 위주로 급속히 신장
하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
ㅇ 인천의 의약품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15년의 35.2%에서 2016년 중에는 41.5%로 확대되어 인천은 바이
오시밀러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의약품이 인천지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도의 0.8%
에서 2016년도에는 3.2%로 급증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
로 작용
ㅇ 한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개社의 2016
년중 매출규모가 총 1조를 초과하며 인천 제조업 GRDP의 5.8%를 차지
― 다만 고용비중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성상 인천지역
제조업 종사자수의 0.9%에 불과
지역별 의약품 수출 추이

인천지역 의약품 산업의 지역경제내 위상

(천달러, %)
2016년

2015년
전국

2,291,187

(100)

2,737,475

(100)

인천

806,032

(35.2)

1,135,845

(41.5)

경기

648,413

(28.3)

661,839

(24.2)

서울

354,258

(15.5)

384,123

(14.0)

전북

95,503

(4.2)

136,004

(5.0)

충남

113,326

(4.9)

133,886

(4.9)

충북

90,509

(4.0)

99,828

(3.6)

기타

183,145

(8.0)

185,951

(6.8)

자료 : 무역협회

구 분

수출

매출
규모1)
고용1)

내 용
’13년 2.1억달러
(인천지역 전체 수출대비 0.8%)
→ ’14년 3.4억달러 (1.1%)
→ ‘15년 8.1억달러 (2.6%)
→ ‘16년 11.4억달러 (3.2%)
’15년 6,440억원 →
’16년 11,130억원
(인천지역 제조업 전체 GRDP의 5.8%)2)
’15년 약 2,500명 →
‘16년말 약 3,000명
(인천지역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의 0.9%)

주: 1)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3개社
합계
2) 인천지역 제조업 GRDP는 2015년 기준
자료 : 각 社, 통계청, 무역협회

□ 또한 202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다수 만료되는 특허절벽에 직면
함에 따라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개발·허가중에 있어 이와 같은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기 출시된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미국·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출시될 제품도 주요 글로벌 제약사보다 빨리 출시 가능할 것으
로 전망되어 당분간 선점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 다만 2020년까지의 특허절벽에 대비하여 글로벌 제약사들이 바이
오시밀러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송도지역 바이오의약품 제
조사들의 선점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전망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오리지널제품
(개발사)

적응증

휴미라
(애브비)

류마티스
관절염

엔브렐
(암젠)

류마티스
관절염

레미케이드
(존슨&존슨)

류마티스
관절염

아바스틴
(제넨텍)

허셉틴
(제넨텍)

리툭산
(제넨텍)

대장암

유방암

비호치킨
림프종

시밀러개발사

허가 취득 여부

산도즈
암젠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링거잉겔하임
기타 약 30개기업
산도즈
삼성바이오에피스
LG생명과학
기타 약 30개기업
암젠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기타 약 20개기업
암젠
화이자
삼성바이오에피스
기타 약 20개기업
암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기타 약 20개기업
산도즈
베링거잉겔하임
화이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기타 약 20개기업

유럽허가 취득
유럽·미국허가 취득
유럽허가 취득

유럽·미국허가 취득
유럽허가 취득
유럽허가 취득 신청
유럽허가 취득
유럽허가 취득
일본·유럽·미국허가 취득

특허만료
(년)

2016

2012

2013

유럽허가 취득
2019
유럽허가 취득
2019
유럽허가 취득
유럽허가 취득

주 : 2016년 11월 기준
자료 :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과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기업 성장 역량 비교연구’

2015

2. 송도 바이오프런트 구축 현황
(입주기업 현황)
□ 인천지역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구내에 바이오클러스터(송도 바이오메
디파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성중이며 현재 약 30여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이 입주중
ㅇ 송도 바이오메디파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허브로의 성장과 고부가가
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바이오 서
비스 분야 등의 기업 및 연구소·학교 등을 유치
― 1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4공구에 조성되었으며 셀트리온 등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8개 기업·연구소가 위치하고
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 삼성바이오에피스·로직스를
중심으로 기술선도단지를 조성

․

․

ㅇ 한편 의료산업의 연구 시험 사업화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
는 BRC(Bio Research Complex) 및 도시형 공장과 연구실 등을 입주
목적으로 하는 R&D 벤처 집적시설인 BT센터 등 아파트형 공장 시설
을 건립
― 바이오 관련 기업·연구소 입주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수평분업
기관의 집적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머크社의 패스트트랙 센터
및 다수 벤처기업 등이 입주중
바이오메디파크 지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BRC

□ 제조기업의 경우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DM바이오·바이넥스 등
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하거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생산
ㅇ 이들 업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뿐만 아니라 신종플루·유행성 인플루
엔자 등에 대한 바이오의약품 신약개발도 실시중이며 생산량 확대를
위한 추가 공장도 증설중
― 다만 제조시설의 경우 소수의 대형업체 위주로 입주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주는 미미
□ 연구시설의 경우 약 10여개가 위치해 있는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병
연구소에서는 임상지원 등이 가능하고 대학 연구소에서는 주로 기초연
구를 수행중
ㅇ 최근에는 의학연구소 설립(연세대-에스엘바이젠 의학연구소, 가천대길병원 브
레인밸리) 및 다양한 산학연계사업(셀트리온-인천대 MOU, 한국폴리텍대학 바
이오캠퍼스 등) 등이 진행중이나 아직 연구개발기능이 활성화되지는 못
한 상황
□ 바이오의약 관련 서비스 기업의 경우 특히 지난해 머크, GE헬스케어, 올
림푸스 등 다수의 글로벌 의약서비스 기업이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송도에 바이오인력 교육센터를 설립
ㅇ 이들 교육기관은 개소 직후부터 송도뿐만 아니라 기타 국내지역에서
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의 경우 추후 물류센터 및 연
구시설도 구축할 계획
― 2017.5월에는 인천대 인력혁신개발센터에서 바이오인력 전문 육성
기관을 설립하는 등 인력교육기관이 더욱 확충
ㅇ 한편 인천경제청 및 인천TP 등 공공기관은 바이오지원센터를 통해
바이오의약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센터에서는 고가의 장
비를 공동으로 이용 가능

□ 한편 매립이 완료된 송도 11-1공구에는 주요 대학의 산학연구소, 바이오
융합 산업연구단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추가공장 등이 입주를 희망
ㅇ 바이오융합 산업연구단지의 경우 바이오의약·뷰티, 의료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업체 및 스타트업 기업 약 200여개를 모집 예정이며 바
이오관련 연구소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교육센터도 건립될 예정
― 다만 해당 부지에 대규모 제조시설의 신규 진입은 다소 어려울 전망

<참 고>
송도 바이오프런트 주요 입주 기업 현황
분야

제조업

의료기기

연구소

관련
서비스

학 교

회사명

주요 사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DM바이오
얀센백신
아지노모도제넥신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바이넥스
아이센스
케이디코퍼레이션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원의료재단
극지연구소
이원생명과학연구원
유타인하DDS연구소
제이씨비과학연구소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대 뇌과학연구소
길병원암센터
올림푸스한국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GE헬스케어
M.lab 협업센터
Bio Research Complex
IFEZ바이오분석지원센터
IBITP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겐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대학교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바이오의약품 제조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
B형간염, 독감백신 등 제조
세포배양배지 제조
소아백신 제조 및 연구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혈당기기 제조
의약품분리기기 제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검사진단 기법 연구
극지 관련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
검사진단 기법 연구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생명공학분야 기초연구
암·당뇨치료제 연구개발
뇌 관련 연구개발
암예방·치료 연구개발
의료기기 교육 및 관련서비스
비임상시험 서비스
바이오 위탁생산서비스
비임상시험 서비스
바이오공정 교육 및 기술서비스
바이오공정 교육 및 기술서비스
바이오개발/생산단지 조성
바이오 공동장비 구축
바이오 공동장비 구축
바이오엔지니어링학과
약학대학
생명과학, 나노바이오, 생명공학과 등

(인력·투자 현황)
□ 인천지역의 바이오 인력은 2015년말 기준으로 총 3,546명으로 전국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의 2,720명에서 30% 가량 증가
한 것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5.0%)을 크게 상회
□ 이를 최종학위별로 살펴보면 박사 4.3%, 석사 22.9%, 학사 37.1%, 기타
35.7%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박사 학위 비중은 27.2%로 전국 평균인
26.4%를 소폭 상회하고 있으나 연구인력이 집중된 대전(43.3%) 및 서울
(31.2%) 등을 하회
ㅇ 연구·개발인력보다 제조인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사 이하 졸
업의 비중이 큰 편이며 향후에도 이를 중심으로 인력이 늘어날 전망
□ 한편 2015년중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투자비는 연구개발비 3,595억원,
시설투자비 2,290억원으로 전국의 약 34.1%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의
52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모습
ㅇ 이는 주로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
며 특히 시설투자비의 경우 전국대비 비중이 55.6%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
ㅇ 다만 이와 같은 투자는 소수 대형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송도 지역에는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사가 부족하여 중소 벤처기
업 등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
인천지역 바이오산업 인력 추이 및 비중

인천지역 바이오산업 투자 추이 및 비중
(억원, %)

(명, %)
2014년

2014년

2015년

박사

115

(4.2)

151

(4.3)

석사

683

(25.1)

812

(22.9)

학사

1,010

(37.1)

1,317

(37.1)

기타

912

(33.5)

1,266

(35.7)

2,710

(100)

3,546

(100)

계

자료 : 201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 : 괄호안은 비중

2015년

연구개발

166

(2.3)

3,595

(27.4)

시설투자

355

(1.3)

2,290

(55.6)

계

520

(3.6)

5,885

(34.1)

자료 : 201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 괄호안은 전국대비 비중

Ⅳ. 평가 및 문제점
□ 최근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제조 및 수출을 중심으
로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세, 선점효과, 뛰어난 정주여건 및 저렴한 부지 제공 등의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
①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 대규모
만료) 기존의 화학의약품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 대규모 만료로 바
이오시밀러 시장이 급속히 신장
* 바이오의약품은 향후 10년 동안에도 매년 9%가 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30%대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전체 의약품중 바이오의약품 비중 전망

자료 : Frost & Sullivan

② (송도 소재 제조기업들의 선점효과) 인천지역의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
은 여타국의 제조기업들이 이제 제품개발 등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반해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미리 준비하여 출시하였거나 출시 준비중
―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 만료(2016~2019년 사이에 다수 포
진) 예정인 주요 오리지널제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선점효과를
향유

최근 인천지역 주요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신규 제품 추진 현황
기 업

제품명
램시마

추진 현황
유럽 판매개시(‘15.2월)
미국 판매허가(‘16.4월)

기 업

트룩시마
허쥬마

유럽 판매허가(‘17.2월)
유럽 판매개시(‘17.5월)
유럽 판매허가
신청(‘16.10월)

렌플렉시스

브렌시스

미국 판매허가
신청(‘16.5월)
유럽 판매개시(‘16.9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유럽 판매허가(‘17.1월)
루수두나

유럽 판매허가(‘16.1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추진 현황
유럽 판매허가(‘16.5월)

미국 판매개시(‘16.12월)
셀트리온

제품명

유럽 판매개시(‘16.2월)

허셉틴

미국 판매허가
신청(‘16.3월)

SB5

미국 판매허가
신청(‘16.8월)
유럽 판매허가
신청(‘16.7월)
유럽 판매허가
신청(‘16.6월)

③ (편리한 정주여건) 또한 송도는 공항항만시설 등 우수한 교통여건 등
을 바탕으로 다양한 물류인프라가 근접해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
주인프라 및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
―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국제학교 설립 등으로 국내외 우수인력 유
치에 유리하며 항공을 이용한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바이오시
밀러 산업 특성상 국제공항이 인접한 것은 큰 강점으로 작용
④ (저렴한 부지제공 등 정책적 지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바이오시밀
러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 송도 개발지역을 장기 무상임대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지원
― 이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발빠른 공장
설립을 통해 선점효과를 누리는 데 기여
□ 그러나 송도 바이오프런트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증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생산에만 지나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요인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① (물리적 시설 집적에 따른 시너지효과 미흡) 바이오생태계 조성을 위
해 주체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관련 신규기
업 유치 등이 바이오산업 관련 주체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보다
는 물리적 시설 집적에 그치는 수준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주체간 협력이 미미한 수준으로 대형 제
조사들은 주로 자체 연구시설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실시하며 네트
워킹을 위한 소모임 등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
② (인력육성기관·벤처캐피털 등 배후서비스 부족) 정부·대학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늘어나는 인력수요
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며 클러스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도 부재
―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의 체계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자금조달의 경우 장기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생
태계 구축을 위해서 클러스터 내 이익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가 생성될 필요가 있으나 자체적인 투자가 아직 부족
③ (중소규모의 바이오벤처 부족) 다수의 성공적인 바이오클러스터는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중소규모 바이오벤처가 대형 제약사 등과 협
업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송도에는 이러한 입주기업이 부족
― 이는 바이오융합 산업연구단지 등의 개발 및 입주가 지연되는
한편 근거리의 타 바이오클러스터에 이미 입주한 기업이 많은
데 주로 기인
④ (장기적 시각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 부재) 성공적인 바이오클러
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총체적 육성전략이 필요하나 송도
의 경우 개별 기업의 유치와 단기적 사업 중심으로 성장
― 총체적 정책 미비로 바이오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신규
공급될 송도지역의 부지 배분 문제 등 향후 이슈에 있어서도 원
칙이 부재한 상황
⇒ 바이오클러스터가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모듈군,
제조·생산 모듈군, 바이오 서비스관련 모듈군 등이 체계적으로 발전
하고 상호간에 연계성이 높아져야 하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경우 대형 제조사의 해외 업체와의 높은 연계
성 등으로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주도할 리더십이 미흡하고 연구·개
발 기관 및 핵심기술의 상업화 지원 기능도 크게 부족한 상황

Ⅴ. 향후 정책과제
□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절벽과 맞물려
바이오시밀러 제조·생산 부문의 선점효과에 기인하여 향후 몇 년간은
호조를 지속하겠으나, 세계적인 의약품제조사들과 인도·중국 등 후발주
자들이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
ㅇ 인천의 바이오산업은 대형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의 대규모 투자에 따
른 생산능력 확충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으나
향후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조생산, 연구개
발, 상업화 등에서의 시너지 창출 및 다양한 신약개발 등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
□ 따라서, 향후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이 심화된 경쟁과 수익성 악화에 대
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이 긴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
① (R&D 및 상용화 기업 유치·지원) 연구개발 및 상용화 중심의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바이오시
밀러 생산과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바
이오시밀러 생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구조를 개선
― 대규모 생산시설 이외에 바이오 관련 중소규모 벤처기업, 연구소와
임상분야 연계기관의 입주,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
원하는 국책기관의 유치 등을 추진
·특히 우리나라는 기초·임상연구 수준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이를 상용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약물질 개발기관*
등의 적극 유치와 육성이 필요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임상시험을 수탁하여 대행하는 기
관으로 최근에는 바이오산업의 신물질 개발·탐색 과정에서 요구되는 광범
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최
근 제약사의 R&D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

·경쟁력있는 기관의 유치를 통해 임상실험 및 인력교육 등 현재
송도지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오 공정단계를 송도 바이오클
러스터 내에서 이루어지게 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보다 바이오신약 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 악화에 대비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 시
장을 육성하는 등 다각도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
② (배후서비스 지원 성과 개선) 물리적 지원과 함께 산학 주체간 네트워
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을 확대
― 현재 인천경제청과 인천TP를 중심으로 바이오분석지원센터와 바이
오산업지원센터가 개설되어 운영중이나 성과가 미흡한데
관련기관간 조율을 통해 중복된 지원은 개편하고 현재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송도의 바이오기업
을 위한 서비스를 신규 개발할 필요
― 또한 우리나라의 일부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세미나와 간담회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주체간 긴밀
한 연계를 지원하고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
* 대전과 판교에는‘신약혁신살롱’이라는 바이오산업 관련 자생적 네트워크가
운영중이며 동 모임에서는 바이오벤처, 대형 제약사, 연구소 및 대학, 벤처캐
피탈 관계자 등이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신약개발 등의 관심사를 공유

③ (타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 증대) 타 바이오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
해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시너지효과를 기대
― 홍릉·판교 등의 바이오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근교일뿐만 아니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보다 연구개발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해
당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협력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는 협력 구축을 위한 지원의 역할
을 맡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 민간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
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자생적 클러스터의 형성을 유도

④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산업 육성) 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종
육성에서 바이오산업 전체 육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바이오 업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정립
― 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클러스터 내 다양한 산·학·연 기
관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바이오의약품 이외에도 화학·식품·에너
지 등의 분야의 육성을 통해 고용 증진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발
전을 도모
·특히 인천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바이오화학 분야의 육성을 통해
신성장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확산을 유도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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