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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 인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바
이오산업이 주목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약
3천 억 달러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바

이오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식품 등이 미래의 인류와 경제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살충제 계란 파동, 유
해 생리대 논란 등은 기존 화학물질 사용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이슈화된
것이며 이러한 화학물질을 생명소재로 대체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
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바이오산업의 원료인 생명자원, 특히 농
생명자원을 제외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바이오산업 내
농업의 역할이 농업바이오로 한정되어 있어 바이오산업과 농업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정책은 다양
한 부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소재로서의 농생명자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바이오경제시대에 대응한 농업의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산업화 진전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농업부
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개선과제도 도출하였
다.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관련 전문가 분들과 내용이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을 위해 기꺼이 도와주신 바이오기업 담당자 분
들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정부의 바이오소재 산업 발전
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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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30조 원(약 3천억 달러)이

며, 2010년 대비 약 76.3% 성장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도 매년 9.8%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국내 바이오산업도 세계 바이오산업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0년 5조 8천억 원 규모였던 바
이오산업 생산액은 2015년 8조 5천억 원으로 약 46% 증가하였음.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 유해 생리대 논란처럼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성 관련 논란들로 인하여 케모포비아
(chemopobia), 즉 화학물질 공포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일반국민들

의 식의약품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화학물질을 생명소재로 대체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
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바이오산업의 원료인 생명자원, 특히

농생명자원을 제외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바이오산업 성장과 함
께 소재화를 통한 농생명자원의 활용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적용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바이오산업 특히 바이오소재 산업은 최근 정체되어 있는 우리 농업의

외연적 확대 및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바이오산업 내 농업의 역할은 농업바이오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바이
오산업과 농업이 단절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와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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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및 성과, 관련 정책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촉진과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연구방법
○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위해 관련 분야 문헌 검토, 관련 통계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국내외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학술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R&D와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에서 제공하는 관련 통계자료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의 규모와 수급 실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분석과 함께 국내 바이오기업 총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주체별 심

층면접과 자문회의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농생명자원의 바
이오소재화 및 상품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였음.
○ 해외 우수 바이오소재화 사례는 참고문헌 및 자료 검토와 원고위탁으로

진행하였음.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
○ 국내 바이오산업은 2015년 기준 9.87조 원 규모이며 수출을 중심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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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하지만 내수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바
이오의약과 바이오식품의 비중이 생산액 기준 전체 바이오산업의 78.5%를
차지할 정도로 두 산업으로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 규모는 2016년 기준 7,794억 원으로

바이오산업 총 매출액의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기준
바이오소재의 규모는 1조~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됨.
○ 현재 바이오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바이오식품으로 총 매출

액의 19.6%가 바이오소재 구입 및 생산에 지출되고 있음. 반면, 바이오
산업군 중 산업규모가 가장 큰 바이오의약의 경우 바이오소재 사용 비
중은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품목별로는 식량작물, 특·약용작물, 미생물자원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미생물자원은 현재에도 바이오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
고 있는 바이오소재이며, 향후 미생물자원에 대한 바이오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바이오소재 산업화의 구조 및 실태
○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R&D 단계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농업부문 바

이오소재 공공 R&D의 원물 경제성 평가와 바이오소재 R&D 관련 공공
연구기관의 역할, 민간부문의 바이오소재 R&D 지원 인프라 구축 등으
로 나타났음. R&D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서는 상품화에만 집중된 지원
과 체계적인 수출지원의 부족, 대량생산 단계에서는 농업과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산업과의 단절, 원물의 품질관리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
로 제시되었음.
○ 이처럼 현재까지의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바이오소재화 지원은 타 부처와

차별화되지 못하였고, 바이오소재화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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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하여 바이오소재 산업화의 전 과
정에 걸쳐 바이오소재와 농업과의 단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바이오소재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비농업기반의 바이오소재 기업이

마주치는 농업 원물 접근 및 수급에 관한 어려움과 체계적이지 못한 원
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농가 피해를 살펴보았는데, 대
부분의 문제가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산업과 농업의 긴밀한 협업이 이
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었음.
○ 하지만 국내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R&D를 수행하고 국내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국내 농산물 구입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여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이 제고되고, 원물 공급 지역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천연이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기업과 지
역 농업인이 함께 win-win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부문 바이오소재화 촉진을 위한 과제
○ 첫째, 바이오소재 R&D 전략은 바이오소재 R&D 선정 단계에서부터 농

업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R&D 투자 방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요도는 높지만 낮은 개발성공률이나 당장의 시
장성으로 인해 민간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 공공 R&D가 우
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
오식품과 같은 사업성이 높은 분야는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R&D자금 지원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농약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R&D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는 농진청과 같은 국가R&D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R&D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업 생산과 바이오소재 산업 간 단절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함.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의 농업관련 기관이 농가의 원료생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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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수매·가공하여 전처리를 거쳐 기업에 판
매하는 것과 같이 농가와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면 농가의 농업소득 증가와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됨. 또한 원물을 재배하기 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에
서 품종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서 농민은 안심하고 재배하고 기업도 안정
적으로 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 셋째, 바이오소재 R&D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절실함. 산발적으로 제공

되고 있는 식물소재에 대한 DB를 통합하고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
로 하는 수준의 기초평가 및 정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공하여
야 함. 농식품부가 농진청을 중심으로 이미 수집된 농생명자원을 소재
화 R&D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줄 수 있는 농생명연구자원은
행 사업을 실시한다면 산업계의 농생명연구자원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의 국내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우수 균주 발굴과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자원 관련 R&D를 강화
하고 유용물질 대량생산 및 scale-up 실증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미
생물세포공장(가칭)을 구축하여 미생물자원의 소재화 R&D 및 바이오
소재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농업부문 규제 개선이 요구됨.

바이오산업은 사람과 윤리, 환경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생명윤리법, 환경보호 등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제도들
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 특히 농생명소재의 경우, 유전자 조작 등의 민
감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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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Biomaterial
Indust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Backgrounds & Purpose of Research
The global bio-industry is estimated to reach 330 trillion won (about $
300 billion) in 2013. It grew by 76.3% compared to 2010 and it has been
growing at 9.8% since 2010. The domestic bio-industry is growing rapidly
too, and total production of the bio-industry in Korea was 5.8 trillion won
in 2010. It was increased by 46% to 8.5 trillion won in 2015.
The constant controversies about safety, such as the Oxy-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insecticide egg shock, and toxic sanitary pad debate,
have raised concerns about chemical products used in everyday life, not
just food and drugs. Therefore, demand for the bio-industry, which replaces
chemical substances with bio-materials, is expected to increase, and rapid
growth is expected to continue.
The growth of the bio industry can not be achieved without the bio resources, especially the agricultural resources, and it is important to utilize
the bio resources as materials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bio industry.
The bio-industry, especially the biomaterial industry, is regarded as a
driving force to expand the boundary of Korean agriculture and to lead new
growth. However, the role of agriculture in the bio-industry is very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biomaterials industr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and the actual
state of related policies in order to support the biomaterialization of agricultural resources and systematically promote the biomaterial indust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promoting biomaterials of agricultural resources and fostering the biomater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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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Research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the biomaterials industry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to present future improvement plans,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status of R & D and the bio industry related to
biotechnology and biomaterials, we analyzed related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and results
of surveys of the domestic bio industry. In order to examine the scale of
biomaterials used in the domestic bio industry and the actual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56 domestic biotechnology compan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status
of industrialization of biomaterials, we carried out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consultations at each stage and with each
subject, and conducted case studies and analyses of companies that succeeded in biomaterializing and commercializing agronomic resources.
Current Status of Biomaterial Industry
The domestic bio industry is estimated to reach 9.87 trillion won as of
2015, and is growing relatively fast mainly in exports. However, the
growth of the domestic market has stagnated, and the proportion of biopharmaceuticals and biofoods is 78.5% of the total biotech industry.
The size of bio materials used in the bio industry is estimated to be
779.4 billion won as of 2016, which is 8.7% of the bio industry's total
sales. The size of biomaterials in 2020 is expected to range between 1 trillion and 1.4 trillion won.
Currently, bio-food is the field that most uses biomaterials, and 19.6%
of total sales are spent on biomaterial purchase and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biomaterials, which have the largest industry size among biomass
companies, accounted for 1.4% of biomaterial use.
In particular, microbial resources are currently being used in the biotechnology industry, but biotechnology companies are highly interested in
microbial resources in the future.
Structure and Actual Condition of Biomaterial Industrialization
The major issues in the R & D stage of the agriculture sector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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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evaluation of raw materials for biomaterials public R & D in agriculture, the role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biomaterials R &
D, and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supporting biomaterial R & D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commercialization stage of R & D achievement, the main problem is the lack of systematic support for export, the
disconnection between agriculture, biotechnology and the biomaterials industry, and the quality control of raw materials in mass production stage.
In this way, the support for biomaterials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not been differentiated from the support of other
ministries and the role of agriculture in biomaterial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s a result,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biomaterial industry and agriculture has been severe in the entire bio-material industrialization process.
A case study of biomaterial companies has examined the difficulties of
accessing and supplying agricultural raw materials encountered by non-agricultural based biomaterial companies and damages of enterprises and
farms that can be caused by unstructured raw materials management. It is
analyzed that the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biomaterial industry and
agriculture is failing.
However, by carrying out the R & D of bio-materialization of domestic
agronomic resources and the domestic agricultural purchasing program for
co-existence with domestic farmers, companies are enhancing their image
and competitiveness. There is also a case where companies and local farmers win-win together by building a positive image such as high-quality agricultural production.
Challenges for Promoting Biomaterials in Agriculture
First, the biomaterial R & D strategy should be systematically evaluated
from the selection stage of biomaterial R & D to agriculture. If such an evaluation system is introduced, the direction of biomaterial R & D investment
in the agriculture sector is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In addition, public R & D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reas where the importance of private
investment is low due to low development success rates or marketability.
Biotechnology, biochemistry, biotech, and bio-food industries are the areas
where R & D funding for companies that want to conduct R & D should
be supported. For fields with low profitability such as bio-energ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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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pesticides, national R & D institutions need to actively perform R & D.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biomaterials industry, the agr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under the local governments or the local governments have to support
farmers' raw materials production, or purchase agricultural products from
farmers and sell them to companies through pretreatment. If the role is actively carried out, it will help farmers to increase agricultural income and
to supply stable raw materials to enterprises. In addition, prior to cultivation of the raw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issue a breed certificate from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or the Agricultural Institute of
Technology so that the farmers can grow with confidence and the companies can receive the stable supply of the good.
Third, infrastructure support for biomaterial R & D is urgen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 database of sporadically provided plant materials and
continuously provide baseline evaluation and precision evaluation that the
industry needs. If the agriculture research resource bank project provides
the agriculture resources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n the
state that can be utilized as materials for R & D, it is possible to respond
to the industry's demand for the agricultural research resources, and it will
be a great help in related research. It is needed to establish a microbial cell
plant (tentative name) that can enhance R & D related to microbial resources producing excellent strains and useful substances, and perform
mass production and scale-up demonstration tests of useful substance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support industrialization of biomaterials.
Final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regulations on agricultural and bio-related materials. The bio-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people, ethics,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and institutions that are
obstacles to industrial development such as bioethic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gronomic material, sensitive issues
such as genetic manipulation should be solved.
Researchers: Park Jiyun, An Hyunjin, Park Yeonggoo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E-mail address: jiyunpark@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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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OECD에서는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이 타 기술들과 융·복합을 하

면서 2030년경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초래하여 바이오경제
(Bioeconomy)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OECD 2009). 세계 바이

오산업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330조 원(약 3천억 달러)이며, 2010년 대
비 약 76.3% 성장하였다. 2006~2010년 시장규모는 연평균 10.8%로 고성
장세를 나타내었으며, 2010년 이후로도 9.8%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국내 바이오산업도 세계 바이오산업과 마찬가
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010년 5조 8천억 원 규모였던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015년 8조 5천억 원으로 약 46% 증가하였다. 2010~2015년 국
내 바이오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국내 GDP 연평균 증가율 4.3%
와 비교했을 때 바이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오경제가 전 인류가 직
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식량부족, 에너지 수요 급증, 유해 폐기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기 때문
이다(이주량 외 2011). 예를 들면, 바이오연료의 사용 및 바이오공정과 제
품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0억~25억 톤 감소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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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
하고 더 나아가 결합생산물 또는 파생생산물을 통해 현대 경제의 전 분야
에 걸쳐 기초-중간재를 제공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주량 외 2011).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바이오의약과 바이오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와 38%로 아직까지 국내 바이오산업은 의약과 식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인하여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증
가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살충제 계란 파동, 유해 생리대 논란
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성 관련 쟁점들로 인하여 케모포비아
(chemopobia), 즉 화학물질 공포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일반국민들의

식의약품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생명소재로 대체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바이오산업의 원료인 생명자원, 특히 농
생명자원을 제외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 소
재로 활용되는 농생명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소재화를 통한 농
생명자원의 활용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적용이 최근 연구개발의 주요 이슈
이다. 산업 소재로서의 생명자원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
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생명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발달한 의약바이오, 농업바이오, 산업바이

오, 융합바이오 등은 생명자원의 활용가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천연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기능성 식품, 생물유래 신소재 개발, 종자개량,
유전체 연구 및 정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고부
가가치 제품이 창출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2).
바이오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바이오소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생명자원
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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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재인 바이오에탄올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와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콩
의 수요도 증가하여 옥수수와 콩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주로 식품으로 소비되었던 녹차, 감귤 등도 의약품, 화장품 등 식품 이외
산업의 소재화를 통해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던 인삼 열매 등과 같은 새로운 농생명자원이 소재화를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기존에 농가에서 재배
되지 않던 야생식물이 바이오소재화로 인하여 시장수요가 창출되고 새로
운 수익작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바이오산업 특히 바이오소재 산업은 최근 정체되어 있는 우리 농
업의 외연적 확대 및 새로운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 내 농업의 역할은 농업바이오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여전히 바이오산업과 단절되어 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정책
은 다양한 부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소재로서의 농생명자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바이
오소재 산업은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바이오소재 산업에
서 농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아직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산업 구조 등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와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산업의 체
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및 성과, 관련 정책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촉진과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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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바이오경제시대에 대응하고 이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농업
부문 바이오소재 산업 및 바이오소재화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촉진과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2.1. 바이오산업
광의의 바이오산업은 생물학적 자원의 생산, 관리 및 활용과 생물학적
공정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 및 경제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및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다(이주량 외 2011). 여기에는 농업, 식품업, 어업, 임
업 등의 산업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정책이나 법제, 교육 및 사
회활동까지 망라한다(이주량 외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술표
준원이 제정한 ‘바이오산업 분류체계’에 근거해 바이오산업을 생명공학기
술을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명
공학기술 관련 활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생명공학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하지만 연구개발단계의 주요기술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생명공학기술을 제조, 생산, 서비스(연구개발서비스 포함) 과정에 이용
 연구개발단계나 생산 과정 중 생명공학적 과정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
나 플랜트 생산
 위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이상 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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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오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산업 활동’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산업표준심의회 2016), 바이오기업은 허가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어
서 바이오산업의 정확한 구분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
시하는 바이오산업 관련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의 결과 및 대상 기업1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2.2. 바이오소재 및 바이오소재 산업
자원이란 자연물 가운데 인간 생활에 효용 가치가 있으며, 기술 · 경제
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2 소재란 상품 제조 시 필요한 기본
재료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원이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면 소재라 정
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의의 생명소재 즉, 바이오소재는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생명자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미생물, 식물, 동물, 인체유래생물소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생명소재 중 농업부문에서 생산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소재를 농생명소재라 한다.
하지만 협의의 바이오소재는 생명소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명자원
을 소재화하여 생산한 중간상품의 성격을 띤다.

1

2

주로 국내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기업 및 기타 한국바이오협회의 등록
기업 자료, 기업체 연감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함(산업통상자원부·한국
바이오협회 2017).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4775&cid=47334&categ
oryId=47334>. (검색일: 201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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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예시
원물

기능성 소재

최종상품

콩
민들레
노에고치
백수오

Bio-isogen
MR-10
BF-7
EstroG-100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

→

→

광의의 바이오소재
농생명자원

협의의 바이오소재

주: 연구진 작성.

본 연구에서는 농생명자원을 포함한 광의의 바이오소재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협의의 바이오소재보다는 바이오소재기업 및 바이오기업이 제품생산
을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농업·임업·축산업의 동식물자원(천연 및 가공자
원)과 곤충자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생명자원(원물)과 협의의 바이오소재(기능성 소재)가 구분되어 명
시되어야 하는 부분(제4장)에서는 따로 표시 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소재 산업에서의 바이오소재는 협의의 바이오소재를
의미하며 소재화된 중간상품 산업을 지칭한다. 바이오소재 산업은 엄밀히
정의하면 바이오산업의 일부분이며 아직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이 발전하
는 단계로 바이오소재 산업을 따로 구분하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소재 산업에서 농업과 연관성이 높
은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에서 농업원물의 공급까지를 연구범위로 정
의하며, 바이오소재 R&D, 사업화, 바이오소재 산업으로의 농산물 수급 구
조, 그리고 관련 정책을 중점 검토 분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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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범위

농생명
자원

→

소재화
R&D

→

사업화

원물의 대량생산
(협의의)
→
→
→ 바이오상품 생산
및 공급
바이오소재 생산

연구범위
주: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3.1. 관리 및 분류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2010)은 기존의 생명산업의 정의를 제
시하고 새로운 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제안하였다. 또한 생명산업의 규모
및 R&D 현황과 부처별 투자관계를 파악하고 생명산업별 주요 BT 핵심원
천기술 현황을 제시하였는데 생명산업의 정의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ECD의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식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생명산업을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농식품산업’, ‘바이오화학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현황과 각 산업

규모를 추정하였다.
농림기술관리센터(2008)에서는 농산업 R&D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R&D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에 정부는
R&D 사업의 기획･평가 및 예산배분 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농산업 R&D 로드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농산업계 및 학계의 전
문가로 하여금 기술개발역량 및 기술개발수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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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기술개발사업의 R&D 총괄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조현대 외(2006)는 BT와 관련된 특허 및 기술확산 메커니즘, 즉 BT 혁
신의 제도적 혁신기반과 정보･자원･시설･장비 등 물리적･자원적인 혁신기
반, 그리고 윤리성･안전성 등 사회문화적 혁신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
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BT 분야 혁신기반에 대한 이론적
준거, 종합적인 실태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한 BT 분야 혁신기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송위진 외(2000)는 선진국 생물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응하여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구조전환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효율
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성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3.2. 바이오 관련 현황 및 법･제도 관련 연구
김동수･김용덕(2015)은 한국 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적
인 산업기반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
표적 미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주요국의 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규모, 바이오산업 관련 육성 정책
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기술하였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문제점을
주무부처의 중복, 기술 수준 미달, 바이오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미흡, 사
업화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2010)는 경제, 사회 등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 금융･기
술자본주의에서 동식물 등 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분야 생명산업의 필요성과 중점 추진 분야와 중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전략은 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
생명산업 R&D 방향, 산업기반 조성, 마케팅, 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거버
넌스 구축 등이며, 종자, 기능성 및 의약소재, 동물의약품, 미생물,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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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애완 및 관상동식물 등을 중점 추진 6대 분야로 설정하였다.
한성구 외(2009)는 향후 경제활동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범용기술로
정보통신기술과 향후 이를 대체할 바이오기술에 주목하였다. 이에 OECD
에서 2009년에 발간한 ‘The Bioeconomy to 2030’ 보고서를 요약･정리하
고 우리나라 바이오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2030년 바이오 경제의 핵심 동인을 ‘인구와 경제’, ‘인구학적 추이와
인적자원’, ‘에너지와 기후변화’, ‘식량 가격 및 수자원’, ‘의료비용’, ‘경쟁
기술’ 등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2030년의 바이오경제, 1차생산,
보건의료, 산업부문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8)에서는 국내 생명공학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생명공학법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자연과학적 개념인 생명공학을 법적 규율대상으로 포섭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생명공학 법제의 발전적인 재정비 방향을 모색
하고자 범부처적 종합조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생명공학 용어에 대한 범위를 하위개념은 DNA 제조합
기술부터 상위개념인 생명과학까지 분류하였다. 생명공학이 개념을 자연과
학적인 개념과 법률상의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하였으며 정부 부처별 생명
공학 관련 법제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2008)에서는 미국에서 개최한 “Bio 2008” 행사의 내용
을 정리하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세계 바이오산업의 주요 동향 이슈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중국과 인도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전망,
바이오제네릭이라 불려왔던 Biosimilar에 대한 제도 변화 전망, 현재 신약
개발의 효율성 한계 문제, 맞춤의료 등 미래의 새로운 바이오산업 비즈니
스 모델의 도래 전망 등을 다루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에서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을 통해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생명공학 관련 계획을 종합, 체
계화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 등 정책지침을 제시하였다. 생명공학 육성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였으며 부처별 역할과 관련 사항을 적
시하였다.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 및 식품 분야, 바이오융합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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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인력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김민화･민경민(2005)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생명과학연구 분야 연구개발
에 대한 정부 정책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일본의 종합과학기술위원회가 자
국 과학기술과 관련된 총체적인 사안을 관할하며 개별부처인 ‘성’보다 상
위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일본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비 예산과
생명과학 분야 예산 규모를 적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내용
도 제시하였다.
김주혁(2004)은 일본의 바이오제품(생물의약품 등) 관리와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바이오산업의 분류와 시장규모를 제시하였
으며 바이오산업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과 육성정책 등을 다루었는데, 일
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R&D 투자규모가 부족하나 우리나라에 비
하면 상대적으로 연구기반이 확고하고 대학 및 기초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비 지원은 충분한 것을 확인하였다.

3.3. 경제성 및 투자효과 관련 연구
김연중 외(2012)는 생명산업에 있어 농업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생명
산업에 있어 농식품 분야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 분야 생명산업의 R&D 투
자규모, 시장규모, 기술수준, 기술개발 등을 분석하여 산업화 방향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시장규모를 추정
하고 각종 유발계수를 추정하여 생명산업에 의한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등을 계측하였다.
배정환(2009)은 우리나라 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
해 바이오디젤 등 수송용 대체연료 보급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
이오디젤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바이오디젤의 생산비를 분석하고 경유
대비 상대가격을 분석하였고, 바이오디젤의 환경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기
존 연구의 대기오염 배출량 비교,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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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경제연구소(2007)에서는 바이오에너지의 개념을 유럽 자료를 인용
하여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 되는 유기물과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
되는 모든 바이오매스에너지”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가장 널리 쓰이고 있
는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비교와 공해물질 배출 감소 효과, 바이오
에너지의 장단점을 서술하였다.
배정환(2006)은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유채를 국내에서 재배할 경우
그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바이오디젤의 잠재량을 추정
하였다. 잠재량에 기초하여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국제
무역론 측면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바이오디
젤의 경우 효율성 가치만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나 농업
보호 측면도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보조금을 지불하더라
도 국내에서 유채를 재배하여 이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정표(2005)는 생명공학 분야에 정부의 연구개발 의지가 중요함을 인
식하고 주요 국가의 생명공학 분야 정책현황을 소개하고,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의 생명공학 분야 정부 R&D 투자성과를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보았
다. 한국의 관련 특허는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미국은 보건부의 비
중이 높음을 밝혀냈으며, 미국은 생명공학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의 적극성도 강조하였다.
김한호･김재경(2004)은 생물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분석을 위해서
산업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나 현재의 산출물에 근거한 산업분류체계로는
기술과 지식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생물산업과 유관산업을 분류할 수 없음
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행 생물산업의 분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 분
류체계를 이용하여 생물산업과 유관산업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업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기술 위치’를 측정하고 여기에 통계적 판별분
석을 적용하여 기존의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의한 기업들을 다시 기술기반
산업분류 체계로 재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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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바이오 산업 관련 해외 연구
Bugge, Hansen, and Klitkou(2016)는 최근 바이오 경제가 학술적, 정책적

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경제의 정확한 개념이 구
체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기존의 학술연
구들을 정리하여 “바이오경제”라는 용어의 기원과 활용을 살펴보고 바이오
경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는데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
로 바이오경제의 세 가지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바이오 테크놀
로지; 경제의 각 분야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상업화함.
2) 바이오 리소스; 바이오 원자재를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사슬 정립. 3) 바

이오 생태학; 에너지, 식량, 생물다양성 등을 최적화하는 친환경적인 공정.
Ollikainen(2014)의 연구는 European Union's Bioeconomy Action Plan
(BAP)의 내용에 따라 “바이오경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바

이오경제와 산림부문의 연관성 및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기후/에너지 정책과 녹색경제, 녹색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BAP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바이오경제와 녹색성장의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BAP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지 않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forest land use change 문제를 다루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BAP는 산림부문이 바이오 매스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과하였고,

이 또한 BAP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Wield(2013)의 연구에서는 바이오경제와 세계경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시장,
정책과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도국의
바이오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evidow, Birch, and Papaioannou(2013)는 바이오 혁신으로 인해 경제적

성장과 환경적인 지속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또한 바이오자원, 바이오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적 성장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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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McCormick and Kautto(2013)의 연구에서는 바이오경제를 화학, 소재,

에너지부문에 공급되는 주요 원료를 재생 바이오 원료로 대체함으로 발생
하는 경제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 바이오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수송 연료로 쓰이는 바
이오연료와 바이오정제(biorefineries) 등 바이오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경제의 정의는 활용 주체의 관심사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등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
럽에서는 대체로 바이오경제의 효과에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의 위험과 부작용도 논의되고 있다.
Richardson(2012)은 산업에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석유 위주의 공

정 과정과 투입재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재생 바이오에너지로 대
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EU의 정책
들과 지식 기반 경제(knowledge-based bioeconomy)에 대해 설명하였다.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OECD 2009)는

농업, 보건, 산업부문을 바이오 기술 적용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정의하고,
이 분야의 발전이 미래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바이오
기술 혁신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높은 연구비용, 규제, 시장집중 현상
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Mathews(2009)는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에 따라 농업부문에 미칠 수 있

는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연료는 비록 전 세계 농업생산품 중 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일부
에서는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08년 세계 농식품 가격 상승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바이오 연료로 지목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이오 연료의 생산확대는 온실가스
저장,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자원 재활용 등 농업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우세하며, 만약 바이오 연료의 국제 교역이 자유화된다
면, 열대 지역의 농장에서 생산된 바이오 연료가 북반구의 온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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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등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ordan et al.(2007)은 최근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경제가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고, 친환경 경제로 진입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의 미국의 농업부문 보조금은 24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나, 2007년 지급될 보조금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바
이오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 R&D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uchesne and Wetzel(2003)의 연구에서는 바이오경제가 곧 현재의 정보

경제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바이오 관련 상품의 시장규
모는 캐나다에서만 연간 10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경
제는 에너지, 운송, 식품, 농식품, 의약품, 산림, 제조업, 폐기물 관리 등 캐
나다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바이오경제는 또한 산
업/생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환
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 바이오산업 동향과 전망 및 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산업 현황,
R&D 및 투자 현황과 성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바이오
소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바이오소재의 개념 소개 정도로 그치
고 있다. 해외의 경우 주로 시장분석기관들이 바이오소재 산업규모를 추정
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바이오소재 산업규모나 현황에 대한 연
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을 파악, 바이오소재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바이오소재의 사업화 현황과 성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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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위해 관련 분야 문헌검토, 관련 통계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국내외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학술문헌을 검토하였다.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
회가 매년 발표하는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
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바이오기업 대상 전수조사이며 가장 최근
에 발표된 자료는 2015년 조사결과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
이오소재의 규모와 수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분석과 함께
국내 바이오기업 총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R&D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을 위해 국가과학기
술지식정보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농업부문 R&D
기관인 농촌진흥청의 관련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하였다.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주체별 심
층면접과 자문회의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농생명자원의 바이
오소재화 및 상품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
시하였다.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 관련 정책을 부처별로 정리
하였으며, 원고 위탁과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해외 우수 바이
오소재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통계분석 결
과와 설문조사, 심층면접과 자문회의 결과, 국내외 소재화 사례의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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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서의 구성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본 보고서의 내용은 6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등 연구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이오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
재의 규모를 추정하고 향후 바이오소재 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였다. 또한
바이오소재 수급 방법별 이유나 관련 애로사항과 같은 바이오소재 수급과
관련된 바이오기업의 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R&D의 투자 현황과 그 성과를 분석
하였다. 또한 농생명소재의 바이오소재화를 R&D, 사업화, 바이오소재 생
산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식물자
원을 소재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파미니티, 내츄럴엔도텍,
아모레퍼시픽 세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바이오소재화에 대하여 종합적
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국내 정책을 정리하였다. 바이오소재에 특정된
정책은 아직 많지 않은 관계로 바이오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살펴보았
으며, 타 부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해외의 우수 바이오소재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브리지스톤,
니코케미컬, 메타볼릭스 사례를 통해 농생명소재의 바이오소재화가 바이오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농업에 주
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2~5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소재
산업의 쟁점과 정책방안,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서 론

<그림 1-3> 연구의 구성

주: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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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산업 현황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바이오소재 산업과 직접적
으로 연관되어 있는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규모는 총 9.87조 원으로 2002년
2.34조 원에서 연평균 11.7% 성장하였다. 바이오산업의 생산액은 2002년
1.89조 원에서 2015년 8.46조 원으로 연평균 12.2% 성장하였으며, 동기간

내수액은 1.42조 원에서 5.62조 원으로 연평균 11.2%, 수출액은 0.92조 원
에서 4.25조 원으로 연평균 12.5%, 수입액은 0.45조 원에서 1.41조 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5)의 동향을 살
펴보면,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7.2%, 내수액은 1.9%, 수출액은
11.5%씩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5%씩 감소하여 생산, 내수, 수출, 수입

모든 분야에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 바이오산업 공급액 9.87조 원 중 85.7%가 국내 생산이

며 14.3%가 수입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 비중은 2002년 80.8%에서 2015
년 85.7%로 증가하여 수입의존율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 바이오산업 수요액 9.87조 원 중 내수의 비중은 56.9%,

수출은 43.1%이다. 이중 수출 비중은 2002년 39.3%에서 2015년 43.1%로
다소 증가하였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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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조 원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2015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액 비중은 바이오의약이 40.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식품 38.0%,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7.6%, 바
이오화학 6.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 생산에서 바이오식품과 바
이오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로 식품과 의약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
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액
2011

2013

2015

단위: 억 원, %
연평균
증가율
비중
100.0
7.2

전체

63,963

75,108

생산액
84,607

바이오의약산업

24,607

27,635

34,251

40.5

8.6

바이오화학산업

4,305

5,622

5,714

6.8

7.3

바이오식품산업

25,978

31,211

32,174

38.0

5.5

바이오환경산업

1,092

301

306

0.4

-27.2

바이오전자산업

1,164

1,517

1,602

1.9

8.3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811

1,216

1,626

1.9

19.0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4,387

6,659

6,468

7.6

10.2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1,620

1,947

2,466

2.9

11.1

주: 생산액=국내 판매+수출액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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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5)의 생산액 증가율은 바이오공정 및 기기
(매년 19.0%)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11.1%),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10.2%)
순이었다. 반면 바이오환경은 27.2% 감소하고 있다.
2015년 바이오산업의 국내 판매액 비중은 바이오의약이 36.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식품(30.7%),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14.3%), 바이
오화학(10.4%) 순이었다. 생산과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도 바이오의약과 바이
오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1~2015)의 국내 판매액 증가율은 바이오공정 및
기기가 19.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
구개발(11.1%),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9.8%) 순으로 판매액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고, 바이오환경은 연평균 26.9% 감소하고 있다.
<표 2-2>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판매액
2011

2013

전체

36,469

43,465

바이오의약산업

15,063

16,272

단위: 억 원, %
2015
연평균
증가율
국내판매액
비중
42,094
100.0
3.7
15,307

36.4

0.4

바이오화학산업

3,557

4,511

4,362

10.4

5.2

바이오식품산업

10,658

13,389

12,914

30.7

4.9

바이오환경산업

1,064

301

303

0.7

-26.9

바이오전자산업

237

358

308

0.7

6.7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439

724

890

2.1

19.3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4,133

6,372

6,001

14.3

9.8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1,318

1,538

2,008

4.8

11.1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2015년 바이오산업 수출액 비중은 바이오식품이 45.3%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의약(44.6%), 바이오화학(3.2%), 바이오전자(3.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5) 수출액 증가율은 바이오의약이
18.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환경은 42.5%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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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출액
2011

2015

2013

수출액

단위: 억 원, %
연평균
증가율
비중

27,494

31,642

42,513

100.0

11.5

바이오의약산업

9,544

11,364

18,944

44.6

18.7

바이오화학산업

748

1,111

1,352

3.2

16.0

바이오식품산업

15,320

16,821

19,260

45.3

5.9

바이오환경산업

28

0

3

0.0

-42.5

바이오전자산업

926

1,159

1,294

3.0

8.7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372

492

735

1.7

18.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254

287

467

1.1

16.5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302

409

457

1.1

10.9

전체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수출비중은 2011년 42.2%에서 2015년 50.2%로 증가
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바이오전자는 공급액 중 80.8%를 수출하고 있
으며, 바이오식품은 59.9%, 바이오의약 55.3%, 바이오공정 및 기기 45.2%,
바이오화학 23.7%,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의 18.6%를 수
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바이오의약으로 동기간 16.5%p 증가
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바이오화학이 6.3%p 증가하였다. 나머지 산업의 수출
증감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전체 바이오산업의 수출비중의 상승은 바
이오의약과 바이오화학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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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출비중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

전체

43.0

42.7

42.1

44.8

50.2

7.3

바이오의약산업

38.8

41.8

41.1

46.8

55.3

16.5

바이오화학산업

17.4

19.2

19.8

25.2

23.7

6.3

바이오식품산업

59.0

56.3

53.9

54.8

59.9

0.9

바이오환경산업

2.5

0.1

0.0

0.5

1.0

-1.6

바이오전자산업

79.6

80.6

76.4

77.4

80.8

1.2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45.9

37.1

40.4

51.9

45.2

-0.6

5.8

4.8

4.3

5.8

7.2

1.4

18.6

19.8

21.0

19.7

18.6

-0.1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주: 수출비중=수출액/생산액
* △=2015년 수출비중-2011년 수출비중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2015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내수액 비중은 바이오의약이 49.0%로 가장

크고, 바이오식품 23.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10.8%, 바이오화학 9.3%
순이었다. 국내 바이오 내수 시장에서 바이오의약과 바이오식품이 차지하
는 비중은 72.6%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바이오산업 분야별 내수액
단위: 억 원, %
2011
전체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전자산업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52,081
27,366
4,354
10,989
1,067
239
2,496
4,237
1,333

2013
57,338
28,490
5,147
14,666
303
373
1,294
6,504
1,561

2015
내수액
56,181
27,514
5,239
13,275
304
315
1,428
6,083
2,022

비중
100.0
49.0
9.3
23.6
0.5
0.6
2.5
10.8
3.6

주: 내수액=국내판매+수입액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연평균
증가율
1.9
0.1
4.7
4.8
-26.9
7.2
-13.0
9.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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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1~2015)의 전체 바이오산업의 내수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산업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바이오의약의 연평균 증가율
은 0.1%로 거의 정체되어 있으나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과 바이
오에너지 및 자원, 바이오전자의 내수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바이오환경과 바이오공정 및 기기는 연평균 26.9%와 13.0%씩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바이오산업의 수입액 비중은 바이오의약이 86.7%로 가장

크고, 바이오화학 6.2%, 바이오공정 및 기기 3.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1~2015)의 수입액 증가율은 바이오전자가 50.5%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바이오화학은 2.4%, 바이오식품 2.2% 증가하였으며, 바이
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2.4%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공정 및 기기는 28.5%, 바이오환경 16.0%,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은
5.9% 감소하고 있다.
<표 2-6>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입액
단위: 억 원, %
2011

2015

2013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비중

전체

15,612

13,872

14,087

100.0

-2.5

바이오의약산업

12,303

12,219

12,207

86.7

-0.2

바이오화학산업

797

636

877

6.2

2.4

바이오식품산업

331

276

361

2.6

2.2

바이오환경산업

2

2

1

0.0

-16.0

바이오전자산업

2

15

8

0.1

50.5

2,057

570

538

3.8

-28.5

104

131

82

0.6

-5.9

15

22

14

0.1

-2.6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바이오산업의 수입 비중은 2011년 30.0%에서 2015년 25.1%로 4.9%p 감
소하여 수입의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수입비중은
바이오의약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공정 및 기기가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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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화학이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이오환경과 바이오전자
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산업의 수입률은 2011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바이오공정 및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의 변동률의 크기는 미미하다.
<표 2-7>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입 비중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

전체

30.0

25.9

24.2

25.0

25.1

-4.9

바이오의약산업

45.0

44.0

42.9

44.5

44.4

-0.6

바이오화학산업

18.3

14.5

12.4

17.1

16.7

-1.6

바이오식품산업

3.0

4.0

1.9

2.2

2.7

-0.3

바이오환경산업

0.2

0.8

0.7

0.6

0.4

0.2

바이오전자산업

0.6

1.0

3.9

2.1

2.4

1.8

82.4

41.4

44.1

51.5

37.7

-44.8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2.5

2.2

2.0

1.4

1.3

-1.1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1.1

0.9

1.4

0.9

0.7

-0.5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주: 수입률=수입액/내수액
* △=2015년 수출비중-2011년 수출비중
자료: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각 연도).

2. 바이오소재 산업 현황

2.1. 산업의 중간재로서의 바이오소재
본 절에서는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하여 바이오소재가 타 산업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농림수산품의 총 수요는 1995년 37.4조
원에서 2014년 68.9조 원으로 연평균 3.27%씩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세는
대부분 중간수요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다시 말해 농림수산품이 원물
로 최종 상품화되는 시장, 즉 민간소비지출보다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중간수요의 성장이 더 빠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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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농림수산품 중간수요

총수요계
민간소비지출
중간수요계
농식품 관련 산업을 제외한 중간수요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995

2000

2005

2010

374,023
134,542
217,862
42,057
15,191
160,487
126

438,326
125,412
304,486
28,356
18,421
234,951
22,757

499,771
132,543
349,912
42,982
28,537
242,769
35,625

642,513
148,671
466,455
58,466
37,332
311,151
59,506

단위: 억 원
연평균
2014
증가율
689,531
3.27%
161,706
0.97%
508,988
4.57%
53,882
1.31%
33,755
4.29%
364,922
4.42%
56,429
37.88%

자료: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각 연도).

중간수요의 대부분이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제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농식품 관련 산업을 제외한 산업으로의 중간수
요량도 2014년 기준 5조 3,882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관련 산업의 바이오소재 중간수요량은 1995년 3조 1,873억 원에서
2014년 9조 6,331억 원으로 연평균 5.9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총 수요나 총 중간수요보다 빠른 증가속도이다. 바이오식품 관련
산업의 비중이 84.7%로 가장 높고, 바이오화학 관련 산업이 10.0%, 바이
오의약 관련 산업이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도 바이오식품, 바
이오화학, 바이오의약품 순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바이오산업
1 바이오의약
2 바이오화학

산업연관표
대분류
07 화학제품 (042 의약품 제외)
018 조미료 및 유지, 019 기타 식료
품, 020 사료

3 바이오식품
4 바이오환경
5 바이오전자
6 바이오공정 및 기기

12 전기 및 전자기기
090 의료 및 측정기기
(기본부문) 012 종자 및 묘목, 025
농림어업 서비스, 279 신재생에너지

7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8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주: 연구진 작성.

소분류
042 의약품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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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바이오 관련 산업별 농림수산품 중간수요
단위: 억 원
1995

2000

1,775

의약품

2005

1,822

2010

연평균
증가율

2014

2,602

3,855

3,469

3.59%

화학

3,881

4,847

5,855

14,589

9,587

4.87%

식품

25,962

29,444

37,769

66,419

81,612

6.21%

전자

0

0

0

131

88

-

공정 및 기기

0

0

0

7

8

-

229

262

23

246

360

2.42%

26

34

70

1,080

1,207

22.38%

31,873

36,408

46,318

86,328

96,331

5.99%

에너지 및 자원
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총
자료: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각 연도).

전체 바이오소재의 수입 비중은 2014년 기준 18.9%이지만 바이오 관련
산업의 바이오소재 수입 비중은 5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증
가율도 5.4%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2> 바이오소재 중간수요량의 수입 비중
단위: 억 원

자료: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각 연도).

식음료를 제외한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의 수요량을 분석한 결
과, 기타작물의 수요가 1조 8,38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65.4%가 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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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수요량이 큰 작물은 임산물로 1조 2,433
억 원이며 95.7%가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에 사용되고 있다. 식량작물
과 채소 및 과실의 수요량은 각각 343억 원과 289억 원으로 비중이 작으며
대부분이 기타작물과 마찬가지로 화학제품 제조업에 사용되고 있다.
<표 2-11> 식음료 제외 제조업 부문의 품목별 바이오소재 중간수요(2014)
단위: %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합계

곡물 및
식량작물
16
13
0
191
3
7
8
12
19
2
25
48
343

채소 및
과실
9
9
0
216
1
5
8
8
13
1
16
2
289

기타
작물
5,685
33
31
12,021
24
70
92
85
159
20
150
13
18,383

낙농 및
육우

기타 축산
0
0
0
3
0
0
0
0
0
0
0
0
3

1,327
1
0
733
1
3
4
5
7
2
9
25
2,117

임산물
6
11,901
1
416
1
10
4
5
7
1
10
71
12,433

자료: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6).

식음료를 제외한 제조업 분야에서 농업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 제조업의 농업 바이오소
재 수요량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천연고무로 대부분 고무 타이어 제조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종
의 특성상 전량 수입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비중이 큰 품목은 약용작물로
총 2,980억 원이 사용되고 있고 전체 농업 바이오소재 수요금액의 21.9%,
천연고무를 제외한 농업 바이오소재 수요금액의 62.0%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농업 바이오소재의 수입 비율은 74.1%로
높은 편이며, 이는 전량 수입되고 있는 천연고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
다. 천연고무를 제외하고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맥류 및 잡곡이며,
그다음으로는 기타 축산, 기타 임산물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비중이 큰 약
용작물의 경우 수입비중이 14.7%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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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화학제품 제조업의 농림품 중간수요
단위: 억 원
2005

2014

중간수요

중간수요

수입비중

8,457(3,011)

13,580(4,809)

74.1(26.7)

천연고무

5,446

8,771

100.0

약용작물

총 수요

2,158

2,980

14.7

기타 축산

337

703

69.7

기타 임산물

293

310

55.9

화훼작물

-

138

0.0

맥류 및 잡곡

-

136

88.6

과실

17

136

0.1

기타 식용작물

30

109

28.7

식용 임산물

88

104

0.0

채소

37

81

1.3

주: 괄호는 천연고무를 제외한 값.
자료: 산업연관표(한국은행 각 연도).

2.2.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
바이오산업에서 원료 및 중간재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의 시장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3 설문내
용은 기업이 바이오소재 구입 및 생산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과 수급 경로
및 이유, 바이오소재 수급 관련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2015년 바이오산업 총 매출액(생산액)은 8조
4,607억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바이오산업의 2016년 추정 매출액는 8

조 9,768억 원이다. 2016년 바이오산업의 추정 매출액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도출한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의 규모는
7,794억 원으로 바이오산업 총 매출액의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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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소재 시장 규모(2016)
단위: 억 원, %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

바이오소재 비중

바이오의약

36,340

501

1.38

바이오화학

6,063

469

7.74

바이오식품

34,136

6,684

19.58

바이오환경

325

53

16.32

바이오전자

1,700

0

0.00

바이오공정 및 기기

1,725

0

0.00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6,863

0

0.00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2,616

87

3.33

89,768

7,794

8.68

총

자료: 2015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17), 자체
설문조사.

바이오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바이오식품으로 6,684억 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식품 총 매출액의 19.6%에 이르며, 바이오환
경은 총 매출액의 16.3%인 53억 원, 바이오화학은 총 매출의 7.7%인 469억
원의 바이오소재를 중간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바이
오산업군 중 산업규모가 가장 큰 바이오의약의 경우 바이오소재 사용 비중
은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산업규모의 영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
오소재의 규모는 501억 원으로 바이오식품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소재 수요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비율이 23.3%로 가장
컸고, 특·약용작물 19.8%, 미생물자원 17.6%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2-14> 품목별 바이오소재 수요(2016)
단위: 억 원

84.7

65.9

1,651.6

0.0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13.1

5.5

30.9

301.4

0.0

43.6

바이오
의약
식량작물
식물
자원

채소
과수
특·약용작물
화훼

바이오
화학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환경

총계
1,815.3
381.3

5.5

4.4

813.6

2.2

0.0

825.7

222.5
0.0

117.7
1.5

1,179.1
0.0

0.0
0.0

21.8
0.0

1,54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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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
환경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총계

버섯

4.1

전매작물

4.1

수산식물

4.5

임산물

4.4

5.2

78.9

0.0

0.0

88.5

기타

0.0

0.0

407.2

0.0

0.0

407.2

동물자원

81.6

43.9

645.5

0.0

0.0

771.0

곤충자원

2.7

0.0

341.5

0.0

0.0

344.2

81.0

177.2

1,060.5

47.6

8.7

1,375.0

500.6

469.3

6,684.3

53.0

87.2

7,794.3

미생물자원
합계

5.4

바이오
식품
37.6

3.2

0.0

50.3

0.0

0.0

0.0

0.0

4.1

17.2

167.3

0.0

0.0

189.0

주: 2015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17)와 자체 설
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함.

산업별 바이오소재 수요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의약은 특·약용작물의
수요가 22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식량작물 85억 원, 동물자원 82억 원 순
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화학은 미생물 자원(177억 원)과 특·약용작물(118억 원)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 식품은 식량작물(1,652억 원), 특·약용작물
(1,179억 원), 미생물자원(1,06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환경은 미생

물자원(48억 원),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은 채소(44억 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소재라고 응답하였다.
국내 바이오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중 수입 소재의 비중은 13.0%
로 조사되었으며, 바이오화학의 수입의존도가 20.8%로 다른 바이오산업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바이오식품은 12.9%, 바이오의약은 10.4%로 조사되었다.
<표 2-15> 바이오소재 수입의존도(2016)
단위: %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총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바이오소재 수입률
10.4
20.8
12.9
1.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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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동물자원의 수입률이 2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식물자원
중에서는 식량작물이 21.7%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특·약용작물의 수입률은 1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식량작물과 특·약용작물, 미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소재의 경
우 수요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률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식량작물과 특·약용작물의 수입률 차이는 기존에 형성된 품목시
장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량작물의 경우 대부분 일반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이오기업도 대부분 시장가격에 따라 수매를 한
다. 이러한 경우 가격경쟁력이나 가격변동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작용할
여지가 크며 따라서 수입산 소재의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
면 바이오기업에서 사용하는 특·약용작물에는 일반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
지 않은 특이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이작물이 아닌 시장에서 유통되는
특·약용작물의 경우도 식량작물과 비교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재배나 특정 농가를 통해 소재를 수급
하게 되며, 품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산을 사용하기 힘든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6> 품목별 바이오소재 수입률(2016)
단위: %
품목

식물자원

동물자원
곤충자원
미생물자원
합계
자료: 자체 설문조사.

수입률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약용작물
화훼
버섯
전매작물
수산식물
임산물
기타

21.7
10.6
24.8
26.8
10.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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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를 국내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조달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물량확보의 용이성으로 나타났
으며, 그다음으로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바이오소재 국내조달 이유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표 2-17> 바이오산업군별 바이오소재 국내조달 이유

25
32
8
29
12

25
10
7
24
4

27
53
12
42
10

21
19
6
16
6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0
5
3
0
6

1

1

4

3

0

6

5

6

0

0

바이오의약
가격경쟁력
물량확보의 용이성
유통비 절감
높은 품질
품종문제
정책적 이유
(지원금, 관세 등)
기타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바이오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가격경쟁력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물량확보의
용이성, 높은 품질, 품종 문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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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바이오소재 수입 이유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바이오산업군별로 살펴보면, 수입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가격경쟁력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수급과는 달리 품종문제로 인하여 수입산을 사
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8> 바이오산업군별 바이오소재 수입 이유
바이오의약
가격경쟁력
물량확보의 용이성
유통비 절감
높은 품질
품종문제
정책적 이유
(지원금, 관세 등)
기타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바이오환경

31
11
10
37
18

27
6
3
13
14

54
40
10
10
21

23
16
8
12
9

10
0
0
0
3

5

7

2

0

0

0

5

10

0

0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바이오소재 수급과 관련하여 바이오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가격경쟁력 및 가격변동성으로 조사되었다. 높은 가격이나 큰 변동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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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품질과 물량 확보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급물량과 가격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바이오소재 수급 관련
애로사항은 가격경쟁력 및 변동성과 품질 표준화와 같은 품질 문제로 정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면접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유전자원 접
근 및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의정서’ 채택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해외품종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 바이오소재 수급관련 애로사항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표 2-19> 바이오산업군별 바이오소재 수급 관련 애로사항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높은 가격 및 변동성

39

31

물량확보

23
3

유통비

바이오환경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5

57

18

23

32

21

3

5

19

9

0

품질 문제

41

9

38

20

1

품종 문제

2

8

6

4

5

정책적 이유(관세 등)

5

1

8

0

0

기타

0

0

0

0

0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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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들은 향후 자신들이 속한 바이오산업군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아질 것을 예상되는 바이오소재는 미생물 자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
음으로는 특약용작물, 동물자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미생물자
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소재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바이오산업군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바이오기업들은 미생물자원이 향
후 활용도가 가장 높아질 것으로 응답하였고, 식물자원 중에서는 약용작물
과 수산식물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외의 작물들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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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바이오산업군별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소재

식량작물

23

7

19

7

0

5

0

바이오
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
개발
1

노지채소

15

7

6

0

0

0

0

5

시설채소

11

1

5

5

0

0

0

3

노지과수

4

0

12

1

0

0

0

0

시설과수

5

0

3

0

0

0

0

0

바이오
의약

바이오
화학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환경

바이오
전자

바이오
공정 및
기기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

특용작물

3

9

9

0

0

0

0

0

약용작물

56

39

48

2

5

7

0

10

화훼

3

1

0

0

0

0

0

0

전매작물

16

2

7

0

0

0

0

0

수산식물

19

17

25

3

0

10

1

0

0

0

2

1

1

0

3

0

기타 식물자원

23

12

14

19

8

3

0

2

동물자원

56

11

20

8

0

9

0

6

임산물

곤충자원
미생물자원

5

0

6

10

0

6

0

0

127

28

57

54

4

22

5

15

주: 1순위=5, 2순위=3, 3순위=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값.
자료: 자체 설문조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4.7)에 의하면 국내 바이오산업은 2020년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다소 둔화된 바이오산업의 성장
률을 감안한다면 2020년 바이오산업의 전망치는 12조~12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해당 전망치를 이용하여 바이오소재 산업의 규모를 전망한 결과,
2020년 바이오산업에 사용되는 바이오소재의 규모는 1조~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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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2015년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9.87조 원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비

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장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고 있다.
내수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바이오의약과 바이오식품의 비중이
생산액은 전체 바이오산업의 78.5%, 국내판매는 67.1%, 수출과 수입은
89% 이상으로 두 산업으로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

오의약산업은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은 거의 정체되어 있지만 높은 수출비중(55.3%)과 빠른 수출 증가율
(연평균 18.7%)로 수출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바이오의약의 경우

수입비중도 44.4%로 높은 편이지만 수입량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
이오식품산업은 바이오의약과 마찬가지로 수출의 비중이 59.9%로 매우 높
은 수출 중심의 산업이다. 하지만 바이오의약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낮고,
대신 내수시장의 성장률이 4.8%로 바이오식품은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고
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농생명자원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
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농림축산물의 중간수요 비중
은 73.8%로 이미 원물로 최종소비되는 양보다 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
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간수요가 농식품 관련 산업에
서 발생하고 있으나, 식음료제조나 음식·숙박업 등을 제외한 산업으로의
수요도 총 5.39 조 원이며 전체 수요의 7.8%로 상당한 규모로 판단된다.
특히 바이오 관련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물 수요는 총 9.63 조 원
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식음료를 제외한 제조업 부
문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물 수요를 분석한 결과, 특·약용식물을 포함한
기타식물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용식물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과는 달리 수입비중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
정성분을 필요로 하는 약용식물의 수요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기업 대상 설문을 통해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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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소재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6년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소재의 규모는 7,794억 원으로 바이오산업 총 매출액의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바이오소재의 규모는 1조~1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오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바이오식품으로 총 매출액의
19.6%가 바이오소재 구입 및 생산에 지출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산업군

중 산업규모가 가장 큰 바이오의약의 경우 바이오소재 사용 비중은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산업규모의 영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소재의
규모는 바이오식품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
특·약용작물, 미생물자원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산업연관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식량작물에 비해 특·약용작물의 수입비중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미생물자원은 현재도 바이오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소재로 나타났으며, 미생물자원에 대한 바이오기업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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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R&D 투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2004년 22조 1,853억 원에서 2015년 65조
9,594억 원으로 매년 평균 10.4%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비는 동 기간 1조 3,039억 원에서 5조 9,946억 원으로 연평균
14.9%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구개발비보다 빠른 증가속도이다.
<그림 3-1> 총 연구개발비 및 바이오 연구개발비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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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BT)와 달리 IT는 9.5%, NT 12.9%, ET 12.6%, CT 12.5%, ST
9.3%씩 증가하는데 그쳐, 바이오 연구개발비가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5.9%에서 2015년 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는 2004년 35.3%에서 2015년 32.3%로 소폭 감소하였다.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는 2004년 7,717억 원에서 2015년 3조 3,019억
원으로 매년 평균 14.1%씩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바이오 연구개발비
는 동기간 5,322억 원에서 2조 6,927억 원으로 연평균 15.9%씩 증가하였
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투자가 국가투자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5년(2011~2015)의 추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1~2015
년간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의 증가속도가 매년 6.3%에 그친 것에 비해,
민간부문의 바이오 연구개발비는 17.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 국가 및 민간 바이오 연구개발비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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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이오 관련 공공 R&D 투자 현황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는 2004년 7,717억원에서 2015년 3조 3,019억
원으로 매년 14.1%씩 증가하였고,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비4는 동기간
662억 원에서 7,043억 원으로 매년 16.8%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추

세를 살펴보면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2011-2015년 동안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는 매년 6.4%씩 증가한 것
에 비해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비는 매년 0.4%씩 증가하며 실질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에서 농식품 분야가 차지
하는 비중이 2004년 16.6%에서 2015년 21.3%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8년
28.0% 이후로는 오히려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3> 국가 및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비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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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BT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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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간 전체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는 9조 1,519억 원이며 부

처별 비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34.5%로 가장 크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
흥청, 산림청 포함)는 21.9%,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특허청 포함)는
15.0%, 보건복지부는 13.5%, 교육부는 6.5% 순으로 나타났다.
2012~2015년 부처별 바이오 연구개발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연간 100억

원 이상 바이오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7.0%,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
청, 특허청 포함) 6.2%, 교육부 5.5%, 보건복지부 5.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층청, 산림청 포함) 3.2%, 해양수산부 1.4%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

부(기상청 포함)는 오히려 17.7%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부처별 국가 바이오 R&D 투자액
단위: 억 원, %
2013~2015
전체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범부처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기상청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경찰청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비중
91,519
31,563
20,033
13,728
12,388
5,928
2,298
2,077
2,028
1,023
185
113
44
44
25
24
15
3

100.0
34.5
21.9
15.0
13.5
6.5
2.5
2.3
2.2
1.1
0.2
0.1
0.0
0.0
0.0
0.0
0.0
0.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농식품 분야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2년 3,216억 원에서 2015년 9,101억
원으로 연평균 8.3%씩 증가하였다. 따라서 농식품 연구개발비에서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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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6.0%에서 2015년 77.4%로 빠르게 커지고 있
다. 하지만 최근의 농식품 바이오 투자의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그 비중
또한 2010년 80.9%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3-4> 농식품 R&D 및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비(2004~2015)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중분류별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비 투자를 살펴보면, 농식품 바이오에
서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에 80%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농식품 바이오의 84.2%가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
용 분야, 9.4%가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 5.1%가 기초/기반 기술 분야에
투자되었다.
전체 기초/기반 기술 분야 연구개발비의 59.5%를 미래창조과학부가 투
자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11.6%, 산업통상자원부가 7.1%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 연구개발
비의 38.1%를 미래창조과학부가 투자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가 21.7%, 산업통상자원부가 18.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전체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 연구개발비의 70.3%를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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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부가 투자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해양수산부가 8.1%, 미래창조
과학부가 6.5%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2015년간 농식품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4.5%, 농식품 바이오는
3.2% 증가하였다.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매년
13.1% 감소하였고,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는 11.3%, 농업/해양/환경 관

련 응용 분야는 4.3% 증가하였다.
<그림 3-5> 중분류별 농식품 BT 투자 비중(2006~2015)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1.2. 바이오소재 관련 공공 R&D 투자 현황
바이오소재 관련 R&D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생명공학기
술에서 바이오소재와 관련성이 높은 세부기술인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
기술’과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을 바이오소재 분야로
정의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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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BT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전체기반기술
단백질체 연구
생물정보학기술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기초/기반기술

뇌신경과학연구
생물공정기술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칩 개발기술
기타기초/기반기술
바이오신약개발기술
난치성 질환치료기술

BT
(생명공학기술)

생체조직 재생기술
유전자 치료기술
보건의료 관련 응용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한방응용기술
의과학/의공학기술
식품생명공학기술
기타 보건의료관련 응용기술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환경 생명공학기술
기타 농업/해양/환경응용기술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바이오소재 관련 국가 연구개발비는 2012년 3,530억 원에서 2016년 4,065억
원으로 매년 3.6%씩 증가하였으나,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연구개발비는 동기
간 1,706억 원에서 1,717억 원으로 거의 정체되어 있다.
2016년 바이오소재 연구개발비에서 농업부문 투자의 비중은 42.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 낮은 투자 증가속도로 인하여 비중
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과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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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의 농업부문 투자의 비중은
14.9%이며,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의 비중은 59.7%로 나

타났다.
<표 3-3> 바이오소재 분야 R&D 투자 현황

바이오소재 관련
-농업부문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농업부문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농업부문

2012

2013

2014

2015

3,530
1,706
1,188
212
2,342
1,494

3,820
1,709
1,297
206
2,523
1,503

3,765
1,696
1,311
200
2,454
1,497

4,008
1,820
1,399
191
2,609
1,629

단위: 억 원
연평균
2016
증가율
4,065
3.6%
1,717
0.2%
1,582
7.4%
235
2.7%
2,482
1.5%
1,481
-0.2%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9. 15.).

<표 3-4> 바이오소재 분야 R&D 투자 현황(2012~2016)
단위: 억 원, %

교육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자부,중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상청
범부처 사업
총 합계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율

비율

바이오소재 관련
총 R&D
연구개발비

비율

405.8

6.0

416.2

3.4

822.0

4.3

1,043.7

15.4

7,604.0

61.3

8647.7

45.1

1,743.7
3.7
537.6

25.7
0.1
7.9

710.6
0.0
169.2

5.7
0.0
1.4

2,454.3
3.7
706.8

12.8
0.0
3.7

2,907.0

42.9

564.7

4.6

3,471.7

18.1

1.9
124.7
0.6
0.0
8.0
6,776.6

0.0
1.8
0.0
0.0
0.1
100.0

21.6
1,668.4
0.0
362.2
894.0
12,410.9

0.2
13.4
0.0
2.9
7.2
100.0

23.4
1,793.1
0.6
362.2
902.0
19,187.5

0.1
9.3
0.0
1.9
4.7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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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오 관련 민간 R&D 투자 현황
바이오기업의 바이오산업 총 투자액은 2010년 1조 135억 원에서 2015년
1조 7,245억 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구개발비는
2010년 7,686억 원에서 2015년 1조 3,126억 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하

였고, 시설투자비는 3,605억 원에서 4,120억 원으로 11.0%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총 투자액의 76.1%가 연구개발에, 23.9%가 시설에 투자되어

주로 연구개발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바이오기업의 바이오산업 투자액(2010~2015)
단위: 억 원

자료: 2015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17).

2015년 기준 총 투자비의 78.3%가 바이오의약산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바이오화학산업 7.9%, 바이오식품산업 5.8%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개발비는 바이오의약산업의 비중이 75.9%, 바이오화학산업이
9.0%, 바이오식품산업이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투자비는 바이오의

약산업의 비중이 85.8%, 바이오화학산업이 4.5%,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이 4.5%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75%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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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세 산업 분야로의 집중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 2014년 바이오기업의 바이오산업 분야별 투자액
단위: 백만 원
연구개발비
전체

1,724,522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산업

시설투자비

전체 투자비

1,312,560

411,962

1,349,880

996,423

353,457

136,647

118,190

18,457

바이오식품산업

99,719

86,500

13,219

바이오환경산업

10,976

9,183

1,793

바이오전자산업

23,851

22,764

1,087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22,591

21,038

1,553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25,120

21,064

4,056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55,738

37,398

18,340

자료: 2015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바이오협회 2017).

2.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R&D 성과

국가 바이오 사업화수를 살펴보면 2007년 1,648건에서 2015년 5,151건
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연평균
43.7%,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는 30.6%,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

는 10.8%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국가 바이오 사업화 수 5,151건
중 46.9%인 2,416건이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였고, 보
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는 44.6%인 2,299건,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8.5%인
43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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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국가 바이오 사업화 성과(2007~2015)
단위: 건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최근 5년간(2011~2015)의 연구개발투자액 10억 원당 사업화수를 살펴보
면, 바이오 분야는 1.44건으로 6T(IT, BT, NT, ST, ET, CT) 평균인 1.01건
보다 높게 나타나 바이오의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비교적 잘 연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바이오 중에서도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의 투자금
10억 원당 사업화수가 3.01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는 1.14건,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0.43건으로 나타났다.
<표 3-6> R&D 투자 10억 원당 사업화 성과(2011~2015)
단위: 건/10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6T

0.53

0.99

0.98

1.30

1.14

1.01

BT

1.18

1.49

1.41

1.51

1.56

1.44

- 기초/기반기술

0.26

0.32

0.45

0.62

0.49

0.43

- 보건의료 관련 응용

0.68

0.96

1.00

1.42

1.46

1.14

-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2.84

3.62

3.13

2.65

2.87

3.01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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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 기술료 체결 수를 살펴보면 2007년 817건에서 2015년
1,412건으로 연평균 7.1%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연평

균 18.2%,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는 28.1%,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는 10.0%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국가 바이오 기술료 체결 수
1,412건 중 47.2%인 666건이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였고, 농

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는 36.4%인 512건,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14.8%인 209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국가 바이오 기술료 체결 성과(2007~2015)
단위: 건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최근 5년간(2011~2015)의 연구개발투자액 10억 원당 기술료 체결 수를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는 0.41건으로 6T 평균인 0.38건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났다. 바이오 중에서도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의 투자금 10억 원
당 기술료 체결 수가 0.58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
야는 0.37건,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0.2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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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R&D 투자 10억 원당 기술료 체결 성과(2011~2015)
단위: 건/10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6T

0.33

0.38

0.34

0.42

0.42

0.38

BT

0.35

0.38

0.44

0.43

0.43

0.41

- 기초/기반기술

0.30

0.14

0.23

0.23

0.24

0.23

- 보건의료관련응용

0.32

0.39

0.32

0.39

0.42

0.37

- 농업/해양/환경관련응용

0.35

0.48

0.78

0.65

0.61

0.58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국가 바이오 기술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2007년 108억 원에서 2015년
871억 원으로 연평균 29.8% 증가하였으며, 그중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연

평균 25.9%,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는 43.2%,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는 14.1%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전체 국가 바이오 기술료 징수액
871억 원 중 31.0%인 270억 원이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였

고, 기초/기반 기술 분야는 8.5%인 74억 원,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
야는 4.4%인 38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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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국가 바이오 기술료 징수액(2007~2015)
단위: 백만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최근 5년간(2011~2015)의 연구개발투자액 10억 원당 기술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는 0.14억 원으로 6T 평균인 0.17억 원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중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응용 분야의 투자금 10억
원당 기술료 징수액이 0.16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기반 기술 분
야는 0.06억 원,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분야는 0.04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8> R&D 투자 10억 원당 기술료 성과 당해년도 징수액(2011~2015)
단위: 억 원/10억 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6T

0.17

0.20

0.16

0.14

0.18

0.17

BT

0.10

0.14

0.08

0.10

0.26

0.14

- 기초/기반기술

0.04

0.06

0.05

0.08

0.08

0.06

- 보건의료 관련 응용

0.17

0.23

0.12

0.14

0.17

0.16

-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0.04

0.04

0.04

0.06

0.05

0.04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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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SCI논문

게재 수는 1,458건이며, 국내성과인정특허출원은 1,225건, 국내성과인정특
허등록은 760건, 해외성과인정특허출원은 54건, 해외성과인정특허등록은
14건으로 나타났다.
<표 3-9> 농식품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2012~2015)
단위: 건
2012

2013

2014

2015

성과인정 SCI논문게재 수

1,299

1,467

1,557

1,458

국내성과인정특허출원 수

1,231

1,395

1,154

1,225

국내성과인정특허등록 수

547

748

795

760

해외성과인정특허등록 수

22

20

22

14

해외성과인정특허출원 수

53

76

49

54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농식품 바이오의 성과를 국가 전체 R&D와 국가 바이오 성과와 비교해
보면, 기술개발투자액 10억 원당 SCI논문게재 수는 농식품 바이오가 2.24
건으로 국가 바이오의 4.08건보다는 낮지만 국가 R&D의 1.83건보다는 높
게 나타나 학문적 성과가 타 분야 R&D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
술개발투자액 10억 원당 국내성과인정특허등록 수는 농식품 바이오가 1.15
건으로 국가 바이오의 1.06건과 국가 R&D의 0.8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개발투자액 10억 원당 해외성과인정특허등록 수는 국가 R&D가
0.25건, 국가 바이오가 0.14건, 농식품 바이오가 0.03건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이오 R&D의 성과가 전체 국가 R&D의 성과보다 높으며, 농업부문에
서도 바이오 R&D가 전체 R&D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
R&D는 농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과가 다소 늦게 나타나나, 바이오의 경

우 농업부문의 바이오 R&D도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특허의 경우 전체 바이오 R&D 성과보다 높게 나타
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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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연구개발비 10억 원당 연구 성과(2012~2015)
성과인정
SCI논문게재 수
국가
R&D

국내성과인정
특허출원 수

국내성과인정
특허등록 수

해외성과인정
특허출원 수

해외성과인정
특허등록 수

총

7.97

6.02

3.14

0.88

0.08

-농업부문

7.73

6.79

3.66

0.27

0.02

17.54

7.67

4.09

1.21

0.13

9.03

7.89

4.29

0.33

0.03

총
-BT
-농업부문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바이오소재 R&D의 성과도 일반 R&D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바이오소재의 경우 국내특허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 바이오소재 R&D가 사
업화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관련
R&D의 국내특허등록 수는 전체 7.08건/10억 원, 농업부문 8.89건/10억 원으로

전체 국가 R&D나 바이오 관련 R&D 성과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연구개발비 10억 원당 바이오소재 관련 연구 성과(2012~2015)
SCI논문
게재 수
14.07

국내특허
출원 수
10.13

국내특허
등록 수
4.91

해외특허
출원 수
0.98

해외특허
등록 수
0.08

-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바이오소재 관련

17.05

16.82

7.08

1.88

0.16

12.56

6.69

3.75

0.49

0.05

8.59

7.66

3.61

0.28

0.03

-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16.92

21.72

8.89

1.65

0.10

7.40

5.73

2.90

0.12

0.02

바이오소재 관련
국가
R&D

농업부문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9. 15.).

농업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R&D 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
업(농촌진흥청)’의 성과를 살펴보면 SCI논문개재 수는 10.87건/10억 원, 특
허출원 수 5.17건/10억 원, 특허등록 수 3.21건/1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바이
오소재화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사업단”은
논문이나 특허 성과보다는 기술료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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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연구개발비 10억 원당 연구 성과(2014~2016)
단위: 건/10억 원, 백만 원
SCI논문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

8.21

3.09

2.79

37

동물분자유전육종

11.61

5.96

4.04

697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

20.43

7.82

4.53

387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

14.99

3.77

2.67

160

5.12

3.20

1.83

70

농생물게놈활용연구

GM작물개발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

8.72

9.35

3.55

4,683

식물분자육종

10.85

4.58

4.16

287

차세대바오그린21

10.87

5.17

3.21

6,321

자료: 2017년도 국가연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농촌진흥청 2017).

동 사업을 통하여 2014~2016년 동안 기술이전에 따른 제품 생산 및 원
료수출액은 19건, 6,237백만 원(기업체의 자진신고액)으로 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기여하였다. 특히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사업단은 백수오(내
츄럴엔도텍), 동충하초(동아제약), 쌀겨(지에프씨) 등의 바이오소재화를 지
원하였다.
<표 3-13> 차세대바이오그린21의 바이오소재 사업화 지원 우수성과
단위: 백만 원
상품명/회사명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사업화 실적/(주)내츄럴엔도텍
면역증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 매출실적/동아제약(주)

품목

매출액

백수오

4,270

동충하초

179

PhytoG.Fer-Galac, PhytoG.fer-Rice bran, 쌀겨발효추출물/지에프씨

쌀겨

138

감귤 착즙 잔류물을 이용하는 셀룰로오스 겔의 생산 방법/(주)제주사라농수산

감귤

110

푸코잔틴의 화장품 사업화/(주)리스토어랩스

갈색 해초

53

복분자 및 황기 혼합추출물 함유 고시형 제품(굿라이프) 판매/팜투팜(주)

복분자, 황기

23

미립화유산균 매출 실적/RNA

식물성 유산균

11

한천

7

네오한천올리고당 제품화 및 사업화/다인바이오(주)
Neoagarobiose를 연구용 시약 제조 및 판매/다인바이오(주)

한천

4

케이락 기초 3종세트 화장품 개발/에스앤에스홀딩스

식물성 유산균

3

미립화 유산균을 이용한 볼카닉 미스트 개발/제이앤제이이노베이션

식물성 유산균

2

한천

1

Neoagarobiose를 연구용 시약 판매/다인바이오(주)
자료: 2017년도 국가연개발사업 자체평가 보고서(농촌진흥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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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은 최고 기술 수준 국가인 미국(100%)
대비 74.1%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을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신규자원 활용기술이나 바이오매스 활용기
술은 오히려 중국보다 뒤처져 있으며, 선두그룹과의 격차가 5.6년으로 상당
하고 같은 추격그룹 내의 일본과도 기술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4> 국가별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수준
단위: 년, %

①
②
③
④
⑤
⑥

최고기술국과의
격차
3.3
3.6
7.5
8.9
4.1
5.9

한국

미국
73.2
78.7
73.2
71.1
78.5
69.7

일본
100
100
100
100
99.4
100

유럽
88.3
90.0
83.7
93.1
88.9
85.4

중국
95.2
95.3
94.1
97.6
100
86.3

67.6
75.2
62.8
71.9
65.4
72.4

주: ① 농생명 식의약 소재 부가가치 제고 기술; ② 농생명 기능성 소재 부가가치 제고 기술; ③ BT 융합·산
업화 부가가치 제고 기술; ④ 농생명 신규자원 활용 기술; ⑤ 동물자원 신소재 자원 기술; ⑥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자료: 농생명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방안 마련 연구(농림축산식품부 2016: 70), 원출처: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 기술현황조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6).

관련 주체별 최고기술국과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살
펴보면, 미국이 대부분의 바이오소재 기술과 주체들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체별 기술수준을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69.1%로 가장 낮고 학계의 기술수준이 7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주체별 최고기술국 및 기술수준
단위: %
대기업

기술수준

중소기업

기술수준

연구계

기술수준

학계

기술수준

①

미국

71.7

미국

66.4

미국

78.9

미국

77.4

②

미국

76.9

미국

68.2

미국

73.1

미국

76.3

③

미국

71.0

유럽

75.0

미국

70.0

미국

71.0

④

미국

66.4

일본

66.0

미국

76.8

미국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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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대기업

기술수준

중소기업

기술수준

연구계

기술수준

학계

기술수준

⑤

미국

80.0

일본

71.0

미국

77.5

미국

77.5

⑥

미국

63.0

미국

67.8

미국

67.4

미국

67.2

주: ① 농생명 식의약 소재 부가가치 제고 기술; ② 농생명 기능성 소재 부가가치 제고 기술; ③ BT 융합·산
업화 부가가치 제고 기술; ④ 농생명 신규자원 활용 기술; ⑤ 동물자원 신소재 자원 기술; ⑥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자료: 농생명 기능성 소재산업 육성방안 마련 연구(농림축산식품부 2016: 70), 원출처: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사업 기술현황조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6).

3. 시사점

우리나라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비는 2015년 기준 5조 9,946억 원이며
총 연구개발비의 9.1% 비중이다. IT 등과 비교하여 투자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투자 증가율은 2004년 이후 연평균 14.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총 바이오 연구개발비에서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1%이며, 민간부문의 바이오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44.9%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국가 바이오 R&D는 평균 14.1%씩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은 이보다 높은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투
자가 국가투자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추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바이오 R&D 중 농식품부의 투자는 2015년
기준 7,043억 원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농식품 바이
오 R&D 투자가 정체되면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이오소재 관련 국가 R&D는 2016년 기준 4,065억 원이며 바이오
R&D에 비해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부문 바이오소

재 연구개발비는 2012년 1,706억 원에서 2016년 1,717억 원으로 거의 정
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소재 연구개발비에서 농업부문 투자의 비중
은 2016년 기준으로 42.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 낮은
투자 증가속도로 인하여 그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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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바이오 R&D 투자는 바이오의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바이오기업은 바이오 R&D에 1조 3,126억 원을 투자하였는

데, 그중 바이오의약의 비중이 75.9%, 바이오화학산업이 9.0%, 바이오식품
산업이 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투자 역시 바이오의약산업에 대
부분 투자되고 있어서 전체 투자의 75% 이상이 바이오의약산업에 집중되
고 있으며,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세 산업 분야로의 집중도
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투자 집중이 심
각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와 바이오소재 R&D의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분야의 국가
R&D 성과에 비해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바이오와 바이오소재 R&D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
가 간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두그룹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기술 국가인 미국의 74% 수준이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
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게 나타나,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분야에서 국제경
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 R&D뿐만 아니라 민간 R&D의 투자와 성과
확산도 함께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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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바이오소재 산업화 실태

본 절에서는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화
단계별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자문회의5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바이오소재 산업화는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R&D 단계와 R&D
성과의 사업화 단계, 마지막으로 바이오소재의 대량생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 주요 참여주체는 아래 그림과 같다.

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017. 9. 2.)’와
‘농생명소재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2017. 9. 28.)’로 대체함.

4장

제

62 바이오소재 산업화 현황 분석
<그림 4-1> 바이오소재 산업화 단계별 참여 주체
단계별

R&D

사업화
(기술이전, 허가, 인증 등)

공공 R&D 기관

사업화 지원기관

참여
주체

바이오소재 생산

민간기업
농업인

주: 전문가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표 4-1> 바이오소재 산업화 단계별·주체별 쟁점
주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농업인

R&D
- 농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소재 선정
- 바이오식품·의약 중심의 소재화
- 최종상품 중심의 경제성 분석
- 소재화와 재배 연구의 단절
- 협동연구를 통한 융합연구 추진
- 농업재배기술 강점
- 다양한 소재선정 방식
- 엄격한 원물 사업성 평가
- 협업에 적극적임
- 농생명자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이 낮음
- 연구소재 확보의 어려움
- 소재화 R&D와 함께 원물의 대
량생산에 대한 연구 필요

사업화
-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농업과 기업 연계 프로그램 부재
- 체계적인 수출지원 전략 부족
- 비슷한 기능의 기관들이 많음

바이오소재 대량생산

- 부족한 국내 임상실험 기반
- 낮은 원물 생산농가 접근성
- 종합적인 사업화 지원 필요
- 품종(종자) 관리
- 허가 및 인증에 오랜 기간이 요구 - 복잡한 원물 유통 구조
- 원물 품질 관리(안전성 논란에
치명적)
- 원물의 안정적 수급
- 식물공장 등에 대한 높은 관심
- 국내산 원물 사용 인센티브 부재
- 기업이 요구하는 품종의 종자
확보의 어려움
- 품종 증명 필요
- 전 처리 시설 부족
- 안정적 소득작물
- 안정적 판매 필요
- 판매 통로 다각화
- 소재 작물 재배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

주: 전문가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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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R&D 단계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단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크게 공공
R&D기관과 민간기업연구소로 구분된다. 공공R&D기관은 농식품부 산하

의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연구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
책연구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종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최종상품 생
산에 필요한 바이오소재를 생산하는 소재기업 모두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에 참여하고 있다.

□ 바이오소재화 품목 선정
현재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R&D는 두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품목 중심의 소재화 R&D와 ② 문제해결 중심의 소재화 R&D.
국가 R&D에서 품목 중심의 소재화는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목을 소
재화하여 수요를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농진청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에
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을 선정 후 기능성을 탐구하고
소재화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부문 R&D에서도 대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을 활용한 소재화를 실시
하기도 한다. 대표 품목은 기업 이미지에 직결되는 만큼 품목이 가지고 있
는 이야기와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정된다.
문제해결 중심의 소재화 R&D는 특정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소재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문제해결 중심 접근
을 하고 있다. 문제해결 중심의 소재화 R&D는 그 목적이 사업화에 있기
때문에 사업화 성과를 단시간에 낼 수 있다. 하지만 특이품목이나 야생식
물 소재화의 경우, 사업화 이후 원물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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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 관련 사업성 평가 미비
현재 바이오소재 R&D의 경제성 평가는 최종산물의 시장성 분석으로 이
루어져 있다.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R&D의 최종 목표 중 하나가 농가소득
증진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종산물의 시장성과 함께 농업원물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소재
R&D의 성과가 최종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R&D 단계에서 소재를 선택할 때 작물(원물)의 경제성 및
수급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소재화 하여 대
량생산 시 원물의 높은 가격이나 대량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원료
를 사용하거나 바이오소재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이
오소재 R&D의 경제성 평가에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이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성과분석에서도 사업화 여부 및 최종상품의 매출액만을 주
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R&D 성과를 이용하여 바이오소재화 하여 제품
을 출시하여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농업 원물의 양이 매우 미미할 수 있고,
현재는 원물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특정 작물의 바이오소재화를 기획할 때 R&D 시작 전
작물의 수급 가능성, 재배기술 확보 여부, 주요 재배지 등을 검토하고 있
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재배이력이 없거나 재배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작물
은 소재화 후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최종상품의
마케팅 효과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재배지역이 있는 작물을 선호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품목을 선호
하는 등 품목의 경제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 기초연구 위주의 R&D 지원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관련 국가 R&D는 기초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진청과 산림청의 고유 업무 특성상 기초평가 위주이며 생리·생태적
특성보다는 형태적 특성에 집중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밀평가와 같은
사업화와 연계가 용이한 R&D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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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농업이 식량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전환을 시작함에 따라 농진청의
연구도 식량생산 위주의 연구에서 식량을 포함한 바이오소재 연구로의 패
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환과정에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공동연구사업과 같은 협업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히 바이오 특화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은 전체 중
약 80%가 외부참여(산·학·연)로 진행 중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생
리대 안전성 논란 등)로 인하여 바이오소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매우 높
으며, 새로운 바이오소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에도 적극적이다. 국가R&D기관, 대학, 다른 기업, 해외 기업 등 다양한 기
관과 합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에 관해서는 해당 품목협회나
농진청과 학술교류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부문의 R&D 지원 확대
민간부문의 바이오소재 R&D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사
업화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 품종에 대한 DB가 부족하다. 바이오소재화를
하려고 하는 품목의 수급 가능성, 재배이력, 재배기술 및 표준화 여부 등과
같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는 DB가 없다. 부처별
품종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DB들이 있지만 DB 간 학
명이 통일되지 못하는 등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농진청이 종자은행과 DNA뱅크를 통해 식물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R&D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식물소재(컴파운드나 메탄올 추출물 형태)

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식물추출물은행(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부 국
내생물소재와 해외생물소재에 대해 메탄올 추출물 은행 사업을 하고 있으
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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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 목표를 위한 바이오소재 R&D 투자 필요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국가R&D는 연구난이도에 따라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거쳐 의약품 및 의약 관련 제품 개발로 트렌드가 변화하
고 있다. 국가R&D의 성과측정 시스템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R&D는 장기간 R&D 투자가 이
루어져야 하고 사업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산
업바이오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1.2. 사업화(상품화) 단계
사업화 단계에서는 R&D 단계의 성과물의 제품화로의 연계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사업화 지원기관들과 기업이 바이오소재 사업화 단계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진청의 R&D 성
과의 사업화를 전담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실용화재단이나 타 부처의 사업
화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사업화 전담인
력이 배치되어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 상품화에 집중된 사업화 지원
바이오소재화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부분 R&D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
지 사업화 지원도 상품화에 집중되어 있다. 상품화 지원은 타 부처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며, 바이오소재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의 원물 수급 채널 구
축 및 지원과 같은 농식품부만의 전문성이 있는 지원사업이 부재하다.

□ 긴 인증/검증 기간
대부분의 바이오소재를 차지하는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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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R&D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안전성/기능성, 개별인정
등록까지 추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소재기업은 사업화
기간동안 원물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계별 결과에 따라 원물수요가
달라지므로 지속적인 원물 구입 및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물을 공
급하던 농가가 작목전환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통합적 사업화 지원 및 수출형 사업화 지원
사업화를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별 지원이 서로
단절되어 산재되어 있다.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 등의 이유로 바이오소재의
경우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수출 지
원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수출시장의 인증제도와 같은 관련 인허
가 시스템이나 규제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수출지
원을 제공해야 한다.

1.3. 바이오소재 생산 단계
바이오소재 생산 단계에는 크게 기업과 농업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두 주체 사이에 국산원물의 경우 중간수집상, 소재생산업체(공장) 등이 참
여하고 있고, 수입원물의 경우(현지수집상), 원물수입업체, 관리검사업체,
소재생산업체(공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소재 생산은
하지 않고 소재기업(협력업체)을 통해 생산된 소재를 납품받고 있지만 일
부 대기업은 바이오소재와 최종상품을 함께 생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
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바이오소재 생산과 생산한 소재를 활용한 자체 상
품 제작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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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원물의 이동 경로
Bio-isogen,
Oxy-isoflavon

(예시)

콩

국내산

농가

→

수입산

농가

→

중간
수집상
중간
수집상

→

소재
기업

→

기업

수입
관리검
수출
→
→
→
업체
업체
사업체

소재
기업

→

기업

→

→

관리검사
소재생산
→
업체
공장

발효콩
화장품

현지

국내

주: 전문가 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 원물 생산
기업이 바이오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하면 원료인 농업원물이 필
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품목이 아닌 특이작물의 경우 재배가 가능
한 농가 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바이오소재기업이 농
업이 아닌 의약업이나 식품업 기반인 경우가 많아 농업생산 관련 정보 획
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진청과의 공동연구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의
경우 필요한 원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농가를 개인적 인맥을 통해 수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특이작물이나 야생작물의 경우 대량으로 종자를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종자은행이나 국립종자원을 통해 종자를 구입할 수 있지만 취급하는
종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 특히 식량종자 위주로 특이작
물의 종자는 충분히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요청에 의해 농가
가 종자나 씨앗을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타 농가에서 구해서 재배하고 있다.
소재화에 이용되는 원물은 특정 성분 추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은 해당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특정품종만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농업인의
학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유사품종과 육안상 구분이 힘들거나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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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용되는 품종명으로는 해당품종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따
라서 재배원물의 수매 시점에서 기업이 구입을 포기하는 등 기업과 농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이작물은 대부분 재배기술이 표준화 또는 확보되지 못하여서 재배농
가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존 재배되고 있는 작물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재배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작물의 용도가 생물로 소비되던 기
존 용도와 달라지면서 사용부위, 수확시기, 필요성분 등의 이유로 재배방
법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새로운 재배방법을 도입할 경우 작물생산 안
정화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수입 원물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산 원물의 높은 가격과 가격변동성에 대한 어려움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기
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쌀이 유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이 농업원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적 공급
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원물은 가격변동이 큰 편이며, 가격 상황에 따
라 농업인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등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 원물 품질 관리
대부분의 소재화 원물은 농작물 자체보다는 원물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
성분이 중요하며 성분 함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형태적 품질에
집중하는 일반적 재배보다는 생리생태적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재배가 이
루어져야 한다. 원물의 안전성이 최종상품의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므
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된다. 대규모 원물 수매가 이루어지는 기업
의 경우 자체적 안전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적 기준보다 높
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농가에 GAP 인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농업 원물은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배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 확인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원물이 바이오소재 및 최종상품이 되기까지 많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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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을 거치게 되면서 원물의 품질 관리
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품질 관리에
대한 최종적 주체는 소재기업 또는 소재기업이 최종상품 제조기업의 협력사
일 경우 최종상품 제조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직접 품질 관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관리기준(수매기준)과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 농가 교육
농가의 고령화 및 영세화로 인하여 소재 원물 재배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이 어렵다. 또한 농업인의 사업적 인식 부족으로 계약 이행 의지가 낮
다. 이는 농가관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소재기업 규모도 중
소기업 수준으로 농가 관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다.

□ 국산 원물 시장의 가능성
현재로선 국내산 원물 사용에 대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없다.
원물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최종상품 제조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및 마케팅 효과를 위해 국내산, 더 나아가 특정지역
에서 생산한 원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대
기업의 경우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가격경쟁력
이 다소 낮더라도 국산 원물을 이용할 의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바이오소재 원물 생산 농업인
생산농가는 대부분 계약재배로 원물을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 품
목의 경우 가격등락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약용작물
이나 소재화된 특이작물의 경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계약이 잘 이행되
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특이작물의 경우 공급처와 수요처가 매우 한
정적이어서 계약 파기는 발생하기 힘들다. 바이오소재 원물이 기존에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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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일반작물보다 수익성이 높고 무엇보다 안정적 수매가 가능하여 농가
에서는 바이오소재 원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하지만 특이작물
의 경우 재배 초기에 종자 및 재배기술 확보 등에 개인적 노력, 시간,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만약 소재기업이 원물을 구입하지 않을 시 발생하
는 위험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참여 인센티브를 요구한다. 극단
적 경우에는 다른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소재기업이 원물을 구입하지 않으
면 농가는 재배한 원물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의 높은 지속가능성으로 인하여 안정적 원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반면 중소기업은 농업인이 가격협상력
을 상대적으로 더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사례

본 절에서는 바이오소재 산업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
보고자 다양한 규모의 바이오소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
하였다. 첫 번째 대상기업인 파미니티는 연 매출액 25억 원의 소규모 벤처
기업으로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R&D 중심의 기업이다. 현재 대부분
의 바이오소재기업의 규모는 파미니티와 같은 소규모이다. 따라서 파미니
티 사례분석을 통해 바이오소재기업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궁의 성공으로 2014년 매
출액이 1,241억 원까지 상승하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
으나 백수오 파동 이후 2016년 66억 원까지 하락한 중소기업이다. R&D와
소재 제조 및 판매가 중심인 파미니티와는 달리 내츄럴엔도텍은 R&D에서
최종상품 제조 및 판매까지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로 특히 천연물화장품 관련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소재화 R&D와 최종상품 제조
및 판매에만 관여하고 있으며 소재 생산은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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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례분석 대상 기업 개요
기업명

㈜파미니티

㈜내츄럴엔도텍

㈜아모레퍼시픽

설립시기

2006년

2001년

1959년

주산업군

식·의약

식·의약

화장품

기업구분

중소기업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

준대기업
상장기업

인증

이노비즈
벤처기업

이노비즈

매출액

25억 원

66억 원

5조 2,522억 원

직원 수

10명

63명

6,267명

바이오소재 관련 주요 활동

-R&D
-소재 제조·판매

-R&D
-소재 제조
-최종상품 제조·판매

-R&D
-최종상품 제조·판매

자료: NICE기업정보(https://www.nicebizinfo.com: 2017. 10. 30.), 연구진 작성.

2.1. ㈜파미니티
㈜파미니티는 2006년 설립된 천연 식·의약소재 연구개발 기업이다. 아직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이 성장단계이어서 소재개발 전문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파미니티는 지난 10년간 농생명자원를 이용한 식·의약소재 개
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파미니티는 천연물
생리활성 연구소를 소유한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으로 규모면으로는 2016
년 기준 총 매출액 24.9억 원, 총 자산 31.9억 원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고용인원도 10인으로 작은 편이다.
파미니티의 대표인 김성수 박사는 뇌, 즉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를
전공한 과학자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치매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
는 천연물 연구를 해왔다. 카이스트에서 의생명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고, 중앙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
며 학내 바이오벤처를 시작하였는데 이 학내 벤처가 파미니티의 전신이다
(topclass 2017. 11.).

김성수 대표는 파미니티 설립 전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누에고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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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생리활성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사양산업
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양잠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누에의 소재화 연
구를 지원하였다.
<표 4-3> BF-7 관련 정부 R&D 참여 과제
단위: 천 원
연구시작

과제관리
기관

실크 및 잠상산물을 이용한 생리 활성 물질 개발

2002

농촌진흥청

50,000

실크 및 잠상산물을 이용한 생리 활성 물질 개발

2003

농촌진흥청

90,000

응용연구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뇌질환 개선 신물질 개발(김성수)

2004

농촌진흥청

100,000

기초연구

실크피브로인 (BF-7)을 이용한 노인성 인지기능 개선
과 뇌기능 개선제 개발 및 산업화

2005

농촌진흥청

300,000

개발연구

유용자원으로부터 기능성식의약품 소재개발

2006

농촌진흥청

325,000

개발연구

유용자원으로부터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개발-실크피
보로인(BF-7)을 이용한 노인성 인지기능 개선과 뇌기
능개선제 개발 및 산업화

2007

농촌진흥청

670,000

개발연구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

2008

농촌진흥청

730,000

응용연구

2009

농촌진흥청

950,000

응용연구

2010

농촌진흥청

952,000

응용연구

과제명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바
이오그린21)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바
이오그린21)

정부투자
연구비

연구개발
단계
응용연구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10. 30.).

사업화에 성공한 BF-7은 식약처 최초로 기억력개선에 관한 개별인정형
소재로 인증받았고 국내외 다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현재 파미니
티에서 ‘메모리파워’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매출 비중은 제품의 판매보다는 타 기업에 바이오소재로 판매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가진 마케팅 및 유통판로의 한
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국내 잠업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진청이 지원한 연구개발의 성
과로 사업화에 성공하였지만, 현재 파미니티는 BF-7의 원료인 누에고치를
대부분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개발 전 원료의 사
업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파미니티와 농진청 모두 최종산물인 바이오
소재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경제성만을 평가하고 원료인 누에고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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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공급물량 및 공급형태 등 정작 농생명자원에 대한 분석 없이 소재화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과 품질 모든 측면에서 수입원료가 우수
한 상황에서 국산원료를 사용하기 힘든 입장이며, 농진청도 기업에 국산원
료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농업을 위한 투자가 해외 농산물 수
입으로 이어진 이와 같은 상황은 기업과 농진청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
로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던 초창기에 발생한 문제
점이라 판단된다. BF-7의 사례를 통해 기업과 농진청은 각자 바이오소재
화 연구개발에서 원료의 가격경쟁력 및 수급과 같은 향후 소재화가 성공하
여 대량생산이 이루어질 때 원료공급 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원료 수급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파미니티는 다음 제품
개발연구에서는 원료선정 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건강식품시장의 규모는 한정적이며 현재 성장도 정체되어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처음부터 고려하여 제품개발을 하는데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료에서부터 차별성을 가져야 한
다. 파미니티도 제품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또 해외기업의 미투제품을 방지
하기 위해서 국내품종을 위주로 소재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BF-7 이후 파미니티가 개발한 바이오소재는 민들레 추출물을 활용한 남

성갱년기 기능성 소재인 MR-10이다. MR-10은 식약처에서 갱년기남성건
강 개선으로 개별인정형 소재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파미니티에서 ‘MR-10
맨파워’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MR-10의 주원료인 민들레
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되는 품목이 아니다. 따라서 파미니티가
MR-10의 대량생산을 위해 민들레를 구매하고자 하였을 때 초반에는 중간

수집상을 통해 구매를 시도하였지만, 국내 자생하는 민들레도 다양한 품종
이 있었던 관계로 중간수집상을 통해 공급받은 원물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종의 민들레가 아니었고 다양한 종류의 민들레가 혼합되어 있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하였다. 파미니티의 경우 농업회사가 아닌 의학 기반의 식의약품
개발기업인 관계로 농업생산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특이품목의 경우 수급에 관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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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없어서 직접 수소문하여 재배를 해줄 농가를 수배하고 교육하여 원
물을 공급받고 있다.
현재 파미니티는 개발 및 생산한 바이오소재에 대해 식품소재뿐만 아니
라 의약소재로 인증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의 도움을 받아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파미니티는 기업과 농업이 상
생하는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오소재화 품목 선정에서부
터 상품의 대량생산까지 전 과정을 관통하는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2. ㈜내츄럴엔도텍
㈜내츄럴엔도텍은 2001년 설립한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 전문 바이

오기업이다. 내츄럴엔도텍의 대표 바이오소재는 여성 갱년기 기능성 소재
인 에스트로지Ⓡ(EstroG-100)로 백수오가 주요 원료이다. 내츄럴엔도텍은
바이오소재화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기관의 R&D에 참여하였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 관련 참여과제만 총 11개로 11.7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4> 내츄럴엔도텍의 정부 R&D 참여 과제
단위: 천 원
과제명

연구
시작

과제관리기관명

정부투자
연구비

연구개발
단계

새로운 식물성에스트로겐 특허기술의 표준화, 추가 기능성
자료 확보 및 SERM 효능 연구

2006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27,000

개발연구

새로운 식물성에스트로겐 특허기술의 표준화, 추가 기능성
자료 확보 및 SERM 효능 연구

2007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37,000

기초연구

활성성분 연구와 코카시언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한
식물성에스트로겐 특허소재의 세계 시장 석권 추진 연구

2008

농림기술관리센터

140,000

개발연구

활성성분 연구와 코카시언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한
식물성에스트로겐 특허소재의 세계 시장 석권 추진 연구

2009

농기평

140,000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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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
시작

과제관리기관명

정부투자
연구비

연구개발
단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여성갱년기 증상개선 효능에 대한
다기관임상연구-생약특성 및 백수오 추가 지표물질 탐색

2013

농진청

53,000

개발연구

특허소재 일본갱년기 건강식품 시장 석권을 위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표준화 및 일본인 여성 대상 임상

2013

농진청

150,000

개발연구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여성 갱년기 증상개선 효능에 대한
다기관임상연구-생약특성 및 백수오 추가 지표물질 탐색

2014

농진청

54,000

개발연구

특허소재 일본 갱년기 건강식품 시장 석권을 위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표준화 및 일본인 여성 대상 임상

2014

농진청

150,000

개발연구

한속단의 원료 표준화 제조공정 확립 및 이의 안전성·
유효성 입증 연구

2015

농진청

90,000

기초연구

안면홍조, 골밀도 감소, 관절통증, 수면장애, 우울증, 피로
등 폐경기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천연물 소재 개발

2016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250,000

개발연구

안면홍조, 골밀도 감소, 관절통증, 수면장애, 우울증, 피로
등 폐경기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천연물 소재 개발

2017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500,000

개발연구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10. 30.).

에스트로지는 2010년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건강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로 승인받았고 이후 캐나다 식약청과 미국 FDI로부터 건강기능성 원
료로 승인을 받았다. 내츄럴엔도텍은 에스트로지를 백수오궁으로 상품화하여
2012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백

수오궁은 홈쇼핑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
장의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백수오궁의 성공에 힘입어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10월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며 2015년 4월 주가는 최고 91,000원까

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관련 제품 중 대다수가 이엽우피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보
도자료를 발표한 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에도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91,000원까지 올랐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약 한 달여
만에 8,550원까지 하락하는 등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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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내츄럴엔도텍 주식 동향

자료: 네이버 금융(http://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68330#: 2017. 11. 12.).

<표 4-5> 내츄럴엔도텍 주요 재무상태 동향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216.3

841.2

1,240.7

445.1

65.6

매출총이익

122.5

596.6

844.9

306

23.1

영업이익

51.2

241

258.9

-108.9

-93.9

당기순이익

43.9

192.8

207.6

-156.4

-131.8

자료: 다음 금융(http://finance.daum.net/item/main.daum?code=168330: 2017. 11. 12.).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은 전형적인 부실한 원료 관리로 인한
대표적인 사태로 사료된다. 백수오궁의 폭발적인 성공과 이로 인한 백수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로 인하여 백수오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발생하였다. 기업은 원료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
였고 생산농가에서는 대량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백수
오는 최소 2년의 재배기간이 요구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더욱 수요에 즉각
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점이 있다(KBS 뉴스 2015. 5. 7.). 또한 국내 농업원
물의 유통구조는 생산농가-중간수집상-제조공장-판매기업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원물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원물관리의 주체
가 모호해지면서 원료의 품질이나 품종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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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이오소재화는 특정 품종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 천연물을 소재화하
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상 유사한 품종이라고 해도 혼용할 수 없고 엄격히
구분되는데, 아직 생산농가나 중간수집상의 경우 이러한 품종상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료로 인한 문제는 결국 기
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계별 모니터링
을 단계별 협력주체들에게 일임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인하여 내츄럴엔도텍뿐만 아니라 백수오 재배농
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충북 제천은 2012년부터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를 공급하는 백수오 주산지 중 하나였다. 2015년 이전 제천지역에서만 100
여 농가가 약 116만 ㎡ 규모의 백수오 농사를 지었지만,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백수오 제조 및 유통업체가 사라지고 수요가 급감하는 등 판로가 막
히면서 대부분의 재배농가는 백수오 농사를 포기하여 2017년에는 백수오
재배면적이 약 12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제천단양투데이 2017. 9. 20.).
가짜 백수오 논란 이전 생백수오 1kg 기준 6,000~7,000원 선에서 형성되었
던 가격이 파동 직후 3,000~4,000원으로 급락하는 등 백수오 재배농가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농민신문 2015. 12. 16.).
하지만 가짜 백수오 논란 이후 농가와 기업 모두 원료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내츄럴엔도텍은 충북 제천과 금산 지역 계약재배를 통해 백수
오를 전량 수급하고 있으며, 백수오의 생육단계부터 포장단계까지 생산정
보를 공개하는 이력확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가도 전
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백수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검사명령제6를
통해 백수오 및 상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내츄럴엔도텍은 부실한 원
료 관리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았지만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독자적인 바
이오기술력과 농가와의 협력을 통한 원료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6

검사명령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슈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통
하여 확인 후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임(엔도샵, http://www.endoshop.co.kr/shop/suo/
suo2.php: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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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 기준 총 매출액은 5조 2,522억 원, 영업이익
8,481억 원, 순이익 6,457억 원의 국내 대표 화장품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등 14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미장센, 해피바스, 메디안과 같은 생활용품 브랜드 10개,
총 2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996년에 식물 추출물 기반 화장품인 아이오페를 런칭
하는 등 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소재화와 이를 활용한 화장품 제조에 오
랜 기간 관심을 가져왔다. 아주가 렙탄스(서양조개나물)를 소재화한 아이
오페 플랜트 스템셀 라인이나 센텔라 아시아티카와 메리골드를 소재화한
아이오페 클리닉 인텐시브 스팟 샷 연고 등이 아이오페의 대표적인 바이오
소재화를 통한 상품들이다.
이처럼 아직 식물의 기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낮았던 때부터 아모
페퍼시픽은 식물의 소재화와 추출물 활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제
품을 개발하여 왔다. 이는 기업주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1966년 세
계 최초 한방 화장품인 ABC인삼크림, 1989년 세계 최초 녹차 화장품 미로
를 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녹차, 인삼, 콩을 아모레퍼시픽의 헤
리티지 원료로 선정하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녹차를 활용한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스
킨 리뉴얼 라인과 이니스프리의 더 그린티 씨드 라인, 인삼을 활용한 설화
수의 자음생 라인, 콩을 활용한 이니스프리의 자연발효 에너지 라인과 한
율의 서리태 안티에이징 라인 등이 출시되었다.
이와 같은 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화장품의 기획 및 연구개발은 아모
레퍼시픽 본사와 기업 산하의 기술연구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아모레퍼
시픽은 헤리티지 원료를 포함한 다양한 식물자원의 소재화에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강점 및 경쟁
력으로 뽑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도 타 바이오 식약품 기업이나 화학제조 관련 기업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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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특·약용작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아모레퍼시픽은
소재화 연구에 있어 헤리티지 원료과 같은 품목 중심의 소재화와 특정 기능
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탐구하는 기능 중심의 소재화를 함께 진행하고 있
다. 특·약용작물의 소재화에서는 앞서 살펴본 파미니티와 같이 원료 수급의
문제에 대해 아모레퍼시픽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약 소재화 후보 품목의 수급상황이나 재배지역에 대해 연구자가 파악한
후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며, 재배이력이 없거나 재배기술이 확보되지 못하
였다면 소재화 후보에서 제외하였으며, 소재화 연구 담당자는 특이작물의
경우 소재화 연구보다 재배 관련 연구에 더 많은 기간이 투입될 수 있기 때
문에 재배기술 유무가 소재화 품목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기업의 이미지와 K-뷰티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들을 중심으로 소재화하고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 전신인 ㈜태평양부터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R&D를 진행하여 왔다. 태평양 시절부터 총 114.8억 원의 정부투자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7, 그중 농업 관련 공공 R&D 지원은 총 3.6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6> 아모레퍼시픽의 농업부문 공공 R&D 참여 과제
과제명
녹차 등 국내농산물을 이용한 미용 기능성 식품 제품화 연구
인삼 사포닌 소재 제형화 기반 연구
인삼 사포닌 소재별 표준화 및 피부전달 연구
수경재배 인삼의 지상부로부터 피부활성 연구 및 화장품 소재
제조공정 확립
수경재배 인삼의 지상부로부터 피부활성 연구 및 화장품 소재
제조공정 확립

연구
시작
2012
2012
2012

과제
관리기관
농기평
농기평
농기평

정부투자
구비
20,000
50,000
50,000

단위: 천 원
연구
개발단계
개발연구
개발연구
개발연구

2013

농진청

120,000

응용연구

2014

농진청

120,000

응용연구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10. 30.).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은 바이오소재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
려하는 요인 중 하나가 원물의 안정적인 수급 가능성이다. 아모레퍼시픽의

7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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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재화 R&D는 본사에서 진행하지만 소재화 결과를 사업화하고 소재
생산은 협력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원물의 유
통 채널은 농가에서, 상황에 따라 중간수집상을 거쳐, 소재기업으로 원물
이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농업과의 상생 및 원물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가와의 관계 및 원물 구입에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리따운 구매”로 원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중간도
매상을 거치치 않고 지역사회의 농가들과 직접 거래를 하여, 농가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A more beautiful world, http://amorebeautifulworld.amorepa
cific.com: 2017. 10. 21.). 또한 아리따운 구매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원료와 투명한 원산지 추적성을 제공하여 품질적 안심을 주고자 한다(A
more beautiful world, http://amorebeautifulworld.amorepacific.com: 2017. 10. 21.).
2016년 1월까지 국내 총 9개 지역 및 해외 1지역에서 총 10건의 아리따운

구매 협약이 체결되었다(A more beautiful world, http://amorebeautifulworld.
amorepacific.com: 2017. 10. 21.).

특히 제주도의 경우, 본격적인 제주도 붐이 일어나기 전인 2000년 자연
주의 화장품을 표방하며 런칭한 이니스프리가 제주산 식물원료를 사용하
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원료 구입으로 인
한 농가소득 기여뿐만 아니라 제주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7> 아리따운 구매 품목 및 지역
품목
콩
닥나무
백합
당귀, 천궁
산양삼
대나무
연꽃 씨
동백
비자 오일
망고

지역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한지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백합영농법인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대밭고을
전라북도 정읍시 산들영농조합
제주도 서귀포시 동백마을
제주도 제주시 송당리
인도 자무이 마을

자료: A more beautiful world(http://amorebeautifulworld.amorepacific.com: 2017. 10. 21.).

82 바이오소재 산업화 현황 분석

아리따운 구매 이외에 헤리티지 원료 중 하나인 녹차의 경우 아모레퍼시
픽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 오설록농장에서 전량 수급하고 있다. 다른
원물들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수급하고
있으며 농가 교육, 품질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물의 품질을 관리하
고 있었다. 품질관리는 소재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아모레퍼
시픽은 관련 기준과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도
원물 관리의 주체가 아모레퍼시픽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재배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로 인하여 중소기업
에 비해 원물 수급이 수월한 편으로 조사되었지만, 특이작물의 수급 가능
성 및 안정성 문제나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과 재배지의 변화 등과
같은 원물 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안
정적인 원물 공급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R&D 단계와 R&D 성과의 사업화 단계,
마지막으로 바이오소재의 대량생산 단계로 구분되는 바이오소재 산업화
단계별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한 정성적 분석과 파미니티, 내츄럴엔도텍,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분
석을 통하여 국내 바이오소재의 산업화 구조 및 현황을 제시하였다.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R&D 단계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은 농업부문 바이
오소재 공공 R&D의 원물의 경제성 평가와 바이오소재 R&D 관련 공공연구
기관의 역할, 민간부문의 바이오소재 R&D 지원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타났
다. 또한 R&D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서는 상품화에만 집중된 지원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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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출지원의 부족, 대량생산 단계에서는 농업과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산
업과의 단절, 원물의 품질관리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바이오소재 R&D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소재 산업의 진흥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
품부,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바이오소재 R&D 및 산업
화 지원이 타 부처와 차별화되는 것은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공공 R&D의
우선적인 목적이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를 통한 농업의 성장 및 농업인
의 소득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관련 지
원은 이러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바이오소재 산업
화의 전 과정에 거쳐 바이오소재 산업과 농업과의 단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파미니티의 사례를 통해 비농업기반의 바이오소재 기업이 마주치는 농
업 원물 접근 및 수급에 관한 어려움과 내츄럴엔도텍의 사례를 통해 체계
적이지 못한 원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농가 피해를 살펴
보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산업과 농업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
지만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적극적인 국내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와
동시에 철저한 원물관리와 국내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국내 농산물 구입 프
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여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이 제고되고,
원물 공급 지역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천연이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기업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win-win하
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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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공학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

1.1. 생명공학 육성 정책 추진경과
우리나라 생명공학육성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2년부터이다. 당시 과학
기술부에서는 생명공학이 미래의 핵심기술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생명공
학을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법적 기반은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현재 ｢생명공학육성법｣)이 모태가 되었다. 이 유전공학

육성법은 정부의 생명공학육성‧지원의 근간이 되었고, 1985년 동법을 기
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설기관인 ʻ유전공학센터ʼ(현재 ʻ한국
생명공학연구원ʼ)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생명공학을 육성‧지원하였다.
1994년에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

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2007년
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원
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미래창조과
학부 2013). 또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 줄기세포연구활성화방
안(2010~2015),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20) 등 세부 연구 분야
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7년 9월에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7~’26)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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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고려하였고, 연구개발의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바이오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다.

1.2. 바이오산업 연구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법적 성과로는 2009년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체
계를 구축하고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였다. 이 법률은 2006년 시행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2009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국가융합기술발전시행계획,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 생명연구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범부
처 시행계획을 통한 제도 지원을 강구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1.2.1.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의 목적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으로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 법은 1983년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5년 유전공학
범위를 생명공학까지 확대하는 제3차 개정을 통하여 ｢생명공학육성법｣으
로 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생명공학 육성시책의 강구 등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1.2.2. 뇌연구촉진법
1998년 6월에 제정된 뇌연구촉진법은 뇌연구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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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실
무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뇌연구 투자의 확대, 4개 부처(과힉기술정보통
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의 뇌연구
촉진시책 강구 등이 있다.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2013~2017)
에서는 뇌연구 실용화 촉진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3.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
학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심의회의 기능은 첫째,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
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둘째,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
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
정, 셋째, 생명공학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넷째,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
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
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다섯째,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
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4.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에 근
거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부터
범국가적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2000, 1994~2006년)ʼ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2016, 2007~2016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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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1년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 2단계 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2017년에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17~
’26)이 수립되어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

경제 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표 5-1>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대전략 및 9대 중점과제
3대 전략

중점과제

바이오R&D 혁신

•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 미래 대비 R&D 강화
•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바이오경제 창출

• 과학 창업‧사업화 활성화
• 융합형 바이오 新산업 육성
•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

국가생태계기반조성

•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 정비
• 바이오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

자료: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1.2.5.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하여 관계부처와 합동
으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ʻ생명공학육성 연도별 시행계획ʼ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5).
2017년도 생명공학분야 정부 투자계획은 총 3조 1,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0.7% 증가하였다. 이 중 연구개발 분야가 90.4%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인프라 5.8%, 인력양성 3.8%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
부의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6,453억 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함께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89

국내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정책 동향

<표 5-2> 2017년 부처별 바이오분야 투자계획
단위: 억 원, %
R&D

인프라

11,933

과기정통부

인력양성

전년대비
증감률

계

827

-

12,760

8.9

교육부

1,117

-

1,123

2,240

-18.2

농림축산식품부

6,405

48

-

6,453

-3.0

산업통상자원부

2,262

490

25

2,777

-4.4

보건복지부

4,379

217

-

4,596

-2.1

299

10

-

309

-0.2

1,380

224

-

1,604

3.8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

392

9

-

401

8.2

16,235

1,825

1,148

31,139

0.7

자료: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표 5-3> 부처별 생명공학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부처

관련법
생명공학육성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보건
복지부

농림축산
식품부

한의약 육성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자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세부 실행계획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중기세포종합추진계획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뇌연구촉진시행계획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시행계획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종자산업육성 중장기계획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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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관련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적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산업융합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세부 실행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2017. 8. 14.).

1.3. 바이오 연구개발 분야별 투자 전략
신약개발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을 중
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중간
공백이 없도록 하는 R&D 지원으로 궁극적인 사업화 성공을 제고하고 신
약개발의 우수 역량과 유전체, 줄기세포, 뇌연구 분야의 성과를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신약개발 관련 기관의 산학협
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복제약, 개량신약 등의 산업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특허 만료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줄기세포는 2011년 과기정통부(구 미래부)와 복지부가 공동 추진한 ʻ줄
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방안ʼ을 계기로 2012년부터 예산
이 대폭 증액되었다. 단기적으로 기 개발된 ʻ성체줄기세포 치료제ʼ의 효능
강화와 개발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ʻ희귀난치질환ʼ에 대한 세포치료제의 선
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뇌연구 분야의 R&D 정부 투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뇌신경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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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생물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
(2013~2017)에 따른 뇌과학 4대 분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전체 분야에서는 ʻ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ʼ(5개 부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의료(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질병 조
기진단 및 치료 유전체 원천기술 개발, 유전체 정보 분석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차세대 의료기반기술(의료기기+의료서비스)은 복지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BT-ICT 융합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자영상진단장비‧의료용 로봇
등에 필요한 원천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생명연구자원 분야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각 부처별 역할이 구분되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과기정통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유지, 생
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
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

1.4.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은 크게 인력양성, 보건의료, 환경, 생명자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인력양성 분야는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육 전 주기적 관점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
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융합인재교육시스템을 적용하여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창의적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 중인 BK21 플러스 사업은 바이오 관련 각종 연구의 적

극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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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의료기술(H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미미
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기술(HT)을 활용한
건강사회 구축을 꾀하고 있다. ʻ국민건강 G7 선진국 도약, 2020 건강수명
75세 시대 달성ʼ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건강 수명 연장, 신성장 동력 창출,

국민 행복 실현,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R&D의 투자확대, 기술사업화 촉진, 성과관리혁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등의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환경 분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 환경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1992년 6월에 수립된 ʻ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ʼ의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를 통해 유해 화합물 생물정화 기술개발, 침출수의 생물학적 처리기술개
발, 환경오염물질의 생물학적 검출기법개발 등의 연구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ʻ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이하 차세대 EI사업)ʼ을

통해 2020년까지 총 1조 4,9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총 예산의
20% 이상을 환경생명공학기술 분야에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자원 분야는 범부처 사업의 성격이 짙은 분야이다. 나고
야의정서 발효로 국가 간 자원의 주권 확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차원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명자원 분야의 정책지
원이 큰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ʻ생명연구자원관리 시
행계획ʼ을 통해 관계부처별 자원의 발굴‧확보,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연
구개발 및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관계 부처의 역할은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생명
연구자원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면서 기초‧원천 연구 분야를 담당하
며, 교육부는 전문인력 양성 분야,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산업부가 산업
분야, 복지부/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환경부 야생생물 분야, 해수부 해
양‧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공표된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2017)에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기반 구성’을 비전으로 바이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확보, 고부가가치 생명연구자원 확보, 국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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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2017년 정부투자계획은 총 1,473
억 원으로 전년(1,445억 원)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투자비중은 과기정통
부 34.3%, 해수부 19.3%, 농식품부 14.6%, 환경부 13.4%, 식약처 8.3%, 복
지부 8.1%, 산업부 2.0% 순이다.
<그림 5-1> 2017년 생명연구자원관리 추진계획
비전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기반 구성
▷ (확보) 바이오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확보
* 국가전략자원 선정: 10대(’16) → 20대(’18) → 10대(’20)

목표

▷ (활용) 고부가가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활용 촉진
*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률: 5%(’15) → 8%(’18) → 10%(’20)
▷ (관리) 국가통합관리체계 고도화
*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3개 부처(’15) → 전 부처(’18) → NTIS(’20)

1.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
①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선정
②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및 운영

3대
추진
전략

2. 생명연구자원의 이용가치 제고
① 생명연구자원의 공유 촉진
② 생명연구자원의 고부가가치화
③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촉진 및 자원산업 육성
3.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① 국가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자원관리 전문화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제도 정비
③ 글로벌 생명연구자원 협력 강화

자료: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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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분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2.1. 주요 연구개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생명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골
든씨드프로젝트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생명공학 우수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어 탄저병 저항성 고
추, 탈모예방 단백질 벼 등 기능성 GM작물이 개발되었고, 곤충 항생 펩타
이드 이용 염증치료물질 개발, 세계 최초 브루셀라균 감별 키트 등도 개발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표 5-4> 농림축산식품분야 생명공학사업 투자계획
사업명

농식품부

농촌
진흥청

산림청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골든씨드프로젝트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가축질병대응기술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우장춘 프로젝트
･유용유전자 대량 발굴 및 형질전환 작물 개발
･GMO 국가관리 및 안전성 평가
･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활용
･산림과학연구
･임업기술연구개발
･산림생물종 연구

사업
기간
2010~
2008~
1994~
2011~
2012~
2011~
2012~
2010~
2014~21
1998~
2011~20
2014~21
2010~19
1994~
2004~
1994~
1949~
2007~
2006~

2015
38,250
6,960
47,450
17,151
8,500
22,529
5,798
5,900
2,500
19,867
46,000
8,000
5,000
2,800
2,410
4,800
46,742
17,668
12,562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2017. 6. 19.).

단위:
예산
2016
35,051
9,795
45,799
18,394
8,320
27,342
7,598
7,900
4,732
21,003
56,096
8,027
5,000
2,800
2,410
4,800
42,803
10,325
19,549

백만 원
2017
34,400
10,284
37,239
17,501
7,814
29,909
7,724
7,347
4,732
20,932
53,406
7,609
5,000
2,800
2,410
4,800
42,786
4,612
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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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2009. 6.)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기존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서 식품부문을 분리‧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주요 성과로는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관한 기술이전(2014)이 있다.
기능성강화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 안전‧품질관리, 식품 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저탄소‧신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여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1.2.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은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
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ʻ생명산업ʼ을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는 기존의 ʻ농림기술개발사업ʼ 내에 있던 농생명자원
육성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자원 생산･관리,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폐기되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인공뼈 개발, 피부
항노화 기능성 소재 등을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하였다.

2.1.3. 골든씨드프로젝트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종자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부‧청 R&BD사업인 골든씨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2012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전기획과 품목별 상세기획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GSP 채소종자사업단, GSP 원예종자사업단,
GSP 식량종자사업단, GSP 종축사업단, GSP 수산종자사업단 5개의 사업

단을 발족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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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은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세계 5위권
농업생명공학강국 진입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최신생명공학 분야의 융․복
합을 통한 국가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등 국가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대응기술의 개발 등 산․학․연 대형공동 국책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4년간 총 2,714억

원이 투자되어 천연레티놀 합성, 탄저병저항성고추, 고추유전체 해독 완성,
천연물 조영제 개발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에서는 농생물게놈활용사업단, GM작물개발
사업단,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식물분자육종사업단, 농생명바이오식의
약소재개발사업단,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단, 동물바이오신약장기 개
발 사업단 등이 출범하였다.

2.1.5. 유용유전자 대량발굴 및 형질전환 작물 개발
유용유전자 대량발굴 및 형질전환 작물개발 사업은 농업생명공학기술
기초, 응용연구 확산 및 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
해 작물과 미생물 유전체 연구, 오믹스 기반의 고부가 생물소재 기능성 유
전자와 활용기술 개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작물 육종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를 중심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 및 생물정보 서비스를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유전자 데이
터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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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GMO 국가관리 및 안전성 평가
GMO 국가관리 및 안전성 평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축산업용 GMO에 대한 안전관리, 위해성 심사
및 안전성평가 등이 주 목적이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사업이다.
GMO 안전관리를 위해 실험 및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 현장 점

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 및 국내개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체에 대한 농업용 환경 위해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생명공학 기술로 개발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
형생물체의 실용화를 위해 식품･환경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GMO 격리시
설 운영･관리, GMO 판별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환경영향조사 등을 수행
하고 있다.

2.1.7. 농업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및 활용
이 사업은 식물, 미생물, 버섯, 가축, 곤충 등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
보와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로 농업유
전자원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DB를 구축하고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 농업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활용을 도모하
고자 농촌진흥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98개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및 특성평가 DB화 등 국가적으로 유전자
원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2.1.8.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은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과 생명자원 생
산·관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생명자
원을 활용한 식의약(기능성)소재, 부산물 활용 기술, 농축산 병해충 안전관

98 국내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정책 동향

리기술 및 농생명 6차산업 개발, 농산업 소득증대 기술과 오믹스기술, 농
생명 융복합기술 등 미래생명산업 대응기술의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과 농생명 자원 확보,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바이오매스 활용, 안전
성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등 농생명자원의 생산·관리 고도화 기술 등
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2017. 12. 28.).

해외 바이오소재화 사례와 시사점

1. 브리지스톤 社의 바이오소재 타이어

1.1. 바이오소재 타이어 시장 현황
파리 신기후 체제 등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확산될수
록 기존의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산업을 대체할 근본적인 해결책
이 요구되고 있다.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물공학적 기
술과 화학기술을 접목한 “바이오화학” 혹은 “산업 바이오” 기술은 기존의
석유 화학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Woo et al. 2012).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가장 큰 제조업 시장 중 하나인 타이어산업
에도 바이오화학 기술을 응용한 타이어 제품 개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폐기 과정에서 오염원을 제공하는 기존의 합성 화학 타이어 사용을 절감하
여 환경을 보호하고, 중국산 저가 타이어의 공세에 맞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원하는 미국, 일본의
타이어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천연고무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천연고무
의 주원료인 히비아 고무나무는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 우림 감소와 전염병
증가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석유가 원료인 합성고무가 천
연고무를 일부 대체하지만 강도와 탄성이 떨어져 천연고무를 완전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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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힘들고, 합성 고무 가격과 국제 유가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따른 공급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천연고무 가격은 공급이 급감한 2008년과 2011년에 급등하였고, 2003년
파운드당 50센트에서 2011년 2월 파운드당 3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파운
드당 1.5달러 내외로 거래되고 있다. 신흥국들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2004년
이후 천연고무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천
연고무 수요는 1990년 5백만 톤이었으나, 2025년 16백만 톤으로 세 배 이
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하는 천연 고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2024
년까지 동남아의 고무농장이 8.5백만 ha로 확장되어야 하나 이는 산림 생태
계와 생물 다양성에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Blaustein 2017). 천
연고무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해 타이어 업계들은 바이오 기술을 응용하
여 히비아 고무나무 외의 식물에서 고무를 생산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표 6-1> 세계 천연고무 수요･공급 동향
단위: 천 톤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요

11,603

12,041

11.696

12,012

12,419

공급

11,079

11,379

11,926

12,362

12,761

524

644

-230

-351

-342

2,201

2,915

2,684

2,333

1,991

10.3

13.3

11.7

9.8

8.1

균형(공급-수요)
재고
주간 소비량

자료: IRSG, The Economic Intelligent Unit.(http://www.gfs.eiu.com/Article.aspx?articleType=
cfh&articleId=1143179498: 2017. 6. 20.).

브리지스톤, 쿠퍼 등 글로벌 타이어 기업은 천연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체 바
이오소재로 구아율과 러시안 민들레가 각광받고 있다. 이들이 기존의 히비아
고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향후 글로벌 고무 시장 규모 확대에 일조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추후 글로벌 천연고무 수요의 증가
분이 히비아 플랜테이션 증가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천연고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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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분을 구아율고무 등이 충족시킬 것으로 예측된다(Mirror 2012).
세계 3대 타이어 회사 중 하나이며 일본에 본사를, 미국과 유럽 등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제적 기업인 브리지스톤은 2013년 바이오고무 프로젝
트를 런칭하고 2050년까지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에 100%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장기 비전을 수립하였다. 현재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리지스톤사는 화석 자원
및 기타 유한 자원과 대비하여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지
속 가능한 소재라고 간주하였다. 재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바이오
소재도 지속 가능한 소재에 해당되며, 이들을 환경, 사업 및 연구 분야에서
상업적 구현을 실현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현재 애리조나주에 구아율고무 생산을 위한 연구용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민들레에서 타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고무를 추
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1.2. 주요 바이오 소재
1.2.1. 구아율
브리지스톤은 2012년부터 구아율 고무의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구아율
은 미국 남서부지역과 멕시코에서 자생하는 관목으로 천연고무의 대체 원
료로 사용되고 있다. 구아율에서 추출되는 고무는 일반적 고무나무인 히비
아나무에서 추출한 천연고무와 거의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저자극
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히비아 고무나무가 전 세계 천연고무의 90%
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70%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 집
중되어 있다. 고무 생산이 동남아 지역에 집중돼 있는 이유는 고무나무 곰
팡이병으로 인한 토종식물 피해 우려로 중남미지역에서 히비아고무의 상
업적 생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FAO 2011). 생산된 천연고무의 70%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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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로 소비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성장으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이어용 천연고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우림 감소, 동남아 지역 불법 벌목
증가 및 도시화로 천연고무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아
율 고무는 장기적으로 타이어 원재료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성이 매우
높으며,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동남아 지역에 집중된 천연고무 생산지가 미
국 남부지역과 멕시코 일대 등으로 다변화되어 미래 천연고무 수요 부족에
대비 할 수 있다.
브리지스톤 미국법인은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Mesa)에 천연고무 연구센
터 바이오고무 공정연구센터(Biorubber Process Research Center: BPRC)를
설립하고 미국의 바이오소재 회사 율렉스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PRC는 브리지스톤 본사와 브리지스톤 미국법인이 구아율 고무 상용화를

위해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미국법인은 실험과 연구시설 구축을,
본사는 연구 자금과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율렉스사는 애리조나
대학으로부터도 30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BPRC는 771㎡(약 233평) 면
적의 사무실 및 연구실, 325㎡(약 98평)의 묘목 재배건물, 511㎡(약 155평)
의 천연고무 추출 공정 건물 등의 시설이 존재하며 30명 이상의 연구 인력
이 배치되었다(오토뷰 2014). 천연고무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배하기 위
해 13만 7,166㎡(약 34만 3,993평) 규모의 아그로 연구농장에서 구아율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구농장에서는 구아율 유전 개량, 재배법 최적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첫 상용 샘플을 출시하였다(오토뷰 2014).
고무원료로서 구아율의 상용화가 성공한다면 신산업 창출의 동력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구아율은 건조지역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농업에 불리한 사
막 지역에 적용 가능하여 지역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는 천연고무 관련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건조지역인 애리조나 남부
일대와 서부 텍사스에서 구아율 고무의 생산이 가능하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일자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히비아
고무와 달리 구아율은 기계로 수확이 가능하여 기후 조건이 맞는다면 인건비
가 높은 북미와 유럽 등지에도 상업적 재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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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율 농장 1에이커(4,046㎡)당 약 1톤의 고무가 생산되고 9톤의 잔여
물이 발생하게 된다(Randazzo 2014). 잔여물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용
도로 활용 가능하다. 1) 바이오매스 발전의 연료로 전력 생산 2) 열분해 공
정을 거쳐 흑색 탄소 분말인 biochar를 생성하여 농작물 비료로 활용 3) 액체
연료 발효를 통해 화학적 합성 물질 생산. 바이오매스 발전은 천연고무 생
산시설에 전력망을 공급하거나 설비가 갖춰진 지역 학교나 관공서에 보급
하여 전기 생산과 난방설비에 활용할 수 있다. 액체 연료 발효를 통한 화
합물질 생산은 신기술이 요구되는 방법이나 가장 효율적인 잔여물 활용 대
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구아율 고무는 타이어 생산 외에 타 제품으로 활용가능성을 넓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Randazzo 2014). 기존의 천연고무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8, 구아율 고무에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특
정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알러지성 천연고무로 알려져 있다. 고
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고무 알러지는 심각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이므로, 구아율 고무로 만든 장갑 등은 새로운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알러지성 천연고무는 보디수트, 스타킹 등 의류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브리지스톤사의 연구 파트너인 율렉스는 타이
어뿐 아니라 구아율 고무를 의료 및 타 소비제품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
이며, 고무 추출 방식 및 수확기술 특허 획득에도 주력하고 있다.

8

천연고무 속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피부와 호흡기 등과 반응하여 가려움증, 재
채기 등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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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구아율 고무 정제 공장과 생산 물질

자료: Alternatives Sources of Natural Rubber Guayule & KZ Dandellion(Paul 2013).

1.2.2. 러시아 민들레
브리지스톤 미국법인과 오하이오 주립대학 농업연구개발센터(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ARDC, Ohio University)는 공동 연구인

러시아 민들레 프로젝트(Russian Dandelion Project)를 통해 러시아 민들레
(Russian Dandelion)에서 타이어 재료로 충분히 상용 가능한 고급 고무를 추

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주 정부 또한 러시아 민들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2008년 오하이오 주에서 3백만 달러 상당의 Third Frontier Grant
가 ARDC의 러시아 민들레 프로젝트 팀에게 수여되었다. 애크런, 오리건 주
립대학 및 산업계 연구자들도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민들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일대에 대거 서식하는 다
년생 식물로 생장력이 우수하여 온대지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생
육기간은 1년으로 통상적으로 생육기간이 20~25년이 소요되는 일반 고무
나무에 비해 매우 짧은 장점이 있다. 러시아 민들레에서 추출한 고무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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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고무임이 확인되었다. 러시아 민들레는
고품질의 천연고무를 생산하므로 과거로부터 이를 이용해 고무를 생산했
던 시도가 있어 왔다. 2차대전 중에는 소련에서 육군차량 타이어를 생산하
는 데 쓰였으며, 전쟁 당시 천연고무의 공급이 제한되자 미국은 비행기 및
트럭 타이어 생산을 위해 민들레를 연구하였으나 2차 대전 후 연구가 종료
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역사적으로 천연고무 원료로서
의 민들레의 용도는 입증되었지만, 생산량을 늘려 상용화하기 위한 육종,
재배 및 추출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ARDC는 오하이오주 우스터(Wooster)지역의 작은 부지에서 실험
을 위해 러시아 민들레를 소량 재배 중이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중량 기준 작물 무게당 평균 10%가 천연고무로 생
산되며 에이커당 여객트럭 250개 분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식물에서 일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고무의 최대량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Tribble and Dealer 2012).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비료와 제
초제 개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천연고무 생산 외에도 러시아 민들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뿌리에서 추출된 이눌린9(inulin)은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음식
의 맛과 질감을 향상시켜 설탕과 지방 대체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신장기
능 검사를 위한 의료 물질로도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 민들레를 발효 시
켜 만든 에탄올은 연료로 쓰거나 에탄올 추출물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화장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러시아 민들레는 다양한 기후조건, 넓은 범위의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지나친 고온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험에 따르면 미국 북부, 오리건 남
부에서 뉴욕 남부 지역의 기후조건이 재배지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작물 재배법과 비료가 보급된다면 오하이오주, 오리건주에서 뉴

9

이눌린은 섬유질의 일종으로 단맛을 내지만 혈당수치를 높이지 않아 당뇨병 환
자들에게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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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캐나다까지 재배가 가능하여 지역 농민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육종기술과 비료가 보급된다면 유럽과 아시아
의 냉･온대 지역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 기업의 장기 목표
브리지스톤은 바이오 에탄올에서 추출된 부타디엔10,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강화용 카본 블랙11 등 100%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타이어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키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브리지스
톤이 연구 중인 바이오소재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Bridgestone Corporation 2012).
- 강화 섬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레이온 강화 섬유에 펄프에서 추출한

새로운 셀룰로오스 섬유를 합성하여 타이어의 탄성을 높임.
- 합성고무: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석유에서 추출된 합성 고무를 바이오

에탄올에서 추출한 부타디엔을 이용한 합성 고무로 대체함.
- 고무 소재: 석유에서 추출된 경화제, 노화 방지 화학제를 천연 소재에

서 추출함.
- 충전제: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강화용 카본 블랙 등 석탄과 석유 화

학제품에서 추출된 충전제를 바이오 소재로 대체함.
100%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기업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물론 공급업체들과도 전략적 제휴를 하여 바이오
매스에서 타이어 원료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을 재생 가능한 소재로 구
성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Bridgestone Corporation 2012). 현재 아지
노모토12와 같은 기업과 협력하여 바이오 이소프렌13(Bio-isoprene)을 생산

10
11

합성고무 제조원료.
고무에 강도와 내유성, 내열성, 전기 전도성 등의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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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원료 전체를 포괄하는 수많은 제휴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바이오소재를 타이어에 응용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타이어가 바이
오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소비자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재의 비용을 최종 제품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해야 하는 점을 기술 투자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2. 니코케미컬 社의 슈가 스쿠알렌14

2.1. 일본 화장품 시장 현황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화장품의 공장 출하금액
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1조 5천억 엔이었으나 2008년 리먼 쇼크로 인
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 후 4년간 1조 4천억 엔 전후로 하향하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상승하게 되어 2015년은 1조 5천억 엔을 크게 상회하였다
(Japanese Cosmetic Industrial Association 2016). 시장 회복의 주요인으로

천연 화장품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천연원료를 강조한 보
습, 안티에이징, 화장품 및 기능성 오가닉 헤어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등 천
연 화장품시장은 향후 느린 속도이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12

13

14

일본의 식품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화장품 브랜드 등 아미노산 생산 기
술을 활용한 화학 사업, 의약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천연고무를 구성하는 단위분자 역할을 하는 불포화탄화수소로 흔히 산업에서
이용됨.
니코케미컬사의 바이오소재화 사례는 신영섭 박사에게 위탁한 원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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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일본 화장품 출하액의 추이
단위: 억 엔

자료: Japanese Cosmetic association(https://www.jcia.org/n/st/01-2/: 2017. 4. 25.).

동일본 지진 이후 국민들의 사회적 공헌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천연 화장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 코스메틱 콘셉트가 주목받고 있으며 같은 화
장품이라면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구매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천연 화장품 매출의 실질적인 증가가 발생
하였다. 그중 석유 대체 사탕수수 유래의 스쿠알렌 개발기업인 니코 케미
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Nikko chemical은 1948년에 설립되어 60년 이상 지속된 화장품 원료 전문

기업이다. 계면 및 콜로이드화학을 기본으로 피부과학, 바이오테크 등을
접목한 첨단 기술을 응용하여 고품질의 화장품원료 및 계면활성제, 고객
제품개발 서포트, 처방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생명공학 관련 원료
개발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5건의 세계 최초, 4건의 일본
최초 소재를 개발 또는 상업화하였다. 대표 제품으로는 “Nikkol 슈가 스쿠
알렌”이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소재”의 개발을 목표로 고갈 가능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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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식량원료를 배제한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사례이다. 스쿠알렌은 동식
물성 유지에 소량 존재하는 물질로 피부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생체 적합성이 높고 피부 보습기능이 뛰어나 화장품에 활
용되기 좋은 원료로 알려져 있다. 슈가 스쿠알렌은 기존 스쿠알렌에 비해
타 성분을 첨가･제조하기 용이한 소재이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
합이 가능하여 일반적 미용 제품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스쿠알
렌이 헤어제품의 두피 내부 침투 유효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헤
어케어 등 다양한 제품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 Nikkol 슈가 스쿠알렌
Nikko chemical은 Green & Sustainable을 콘셉트화하여 고갈성 자원의 의

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재생가능 자원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장
품 원료가 사탕수수 유래의 Nikkol 슈가 스쿠알렌이다. 석유화학 대체품 개
발로 유명한 미국의 Amyris사와 2011년부터 제휴하여 기술개발 및 상업화
에 힘쓰고 있다. 사탕수수 버거스(찌꺼기)를 활용한 Nikkol 슈가스쿠알렌은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Nikkol 슈가 스쿠알렌 1톤 생산 시 CO2 배출
을 약 3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야노경제연구소 2014). Nikkol
슈가 스쿠알렌은 환경 친화적이면서 기존의 상어 스쿠알렌에 필적하는 효
능, 향상된 감촉과 사용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1년부터 협력해
온 Amyris사는 자체개발한 효모를 이용해 스쿠알렌 전구 물질을 제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화학중합 과정을 거쳐 스쿠알렌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사탕수수 제조 시 발생한 버거스의 화력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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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Nikkol 슈가 스쿠알렌의 제조공법

자료: 일본건강산업신문(http://www.neroli-hana.com/pdf/media2013-0809.pdf: 2017. 5. 14.).

2.3. 생산을 위한 주요 바이오 소재 : 사탕수수
설탕의 주원료인 사탕수수의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이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사탕수수는 주로 설탕, 에탄올 등에 활용되
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업게 재편이 이루어져 용도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버거스를 원료로 한 전기판매 사업 분야 등 새로
운 수익원이 생기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일본 내의 사탕수수 재배는 열대지방에 속하는 오키나와 및 가고시마 두
군데에서 행해지고 있다. 생산량은 2010년 기준 약 146만 톤(오키나와 약
82만 톤, 가고시마 약 65만 톤), 2013년 약 119만 톤(오키나와 약 68만 톤,

가고시마 약 51만 톤), 2015년 약 126만 톤(오키나와 약 75만 톤, 가고시마
약 50만 톤)으로 추정된다(오키나와현 농림수산부 2016). 재배된 사탕수수
는 인근 제당공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내 최대 생산 지역인 오키나와
에서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안정생산 기술의 보급, 기계화 및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탕수수의 우량품종 개발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기반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외 바이오소재화 사례와 시사점

111

<그림 6-4> 세계 사탕수수생산량과 수확면적 추이(2009)

자료: 日高(2010)(https://www.alic.go.jp/joho-s/joho07_000178.html: 2017. 6. 1.).

<그림 6-5> 일본 사탕수수 생산량 및 10a당 수량 추이

자료: 오키나와현 농림수산부(https://www.alic.go.jp/joho-s/joho07_001344.html: 2017. 6. 1).

그러나 일본의 기후적인 특성(대형 태풍 등) 및 지리적･환경적 요건으로
인해 사탕수수 생육의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나선
토목복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생산 농가와 활용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남미지역 사탕수수 생산량은 10톤/10a 전후를 유지하나 일본은 5톤/10a
전후의 생산량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오키나와현 농림수산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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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의 사탕수수 생산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Nikko chemical은 제품 원
료를 브라질 등 남미에서 공급받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15 남미의 경우
중남부 지역은 4~12월, 북동부지역은 8~3월로 지역마다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간 안정적인 사탕수수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 공급
원 확보를 필수로 하는 산업용 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Nikko chemical
은 미주지역에 협력업체를 두고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 내에서도 사탕수수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2.4. 기업의 개발품 및 장기 목표
기업이 원료 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은 “Green and Sustainable”
이다. 특히 인간과 환경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고갈 가능성
있는 자원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개발 목표를 두고 있다. 사탕수수로 만들
어진 Nikkol 슈가 스쿠알렌과 Nikkol GS 시리즈는 환경형 원료로 홍보되어
화장품 및 관련 업계에 판매되고 있다. Nikkol GS 시리즈는 식물 유래원
료로 구성된 에스테르 알코올로 유분감이 적은 가벼운 촉감이 특징이다. 이
들은 여성용 클렌징 및 보습제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타 원료와의 교반
성이 우수하여 조제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6년 12월, Nikko Chemical은 슈가 스쿠알렌 협력사인 Amyris사와 각각

지분 50%씩 보유한 Joint Venture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하였다(건강미용
뉴스 2016). 합병회사 설립을 통해 Nikkol 슈가 스쿠알렌의 수요를 확대시킬
목적이다. 그 밖에 Nikko Chemical은 제지회사인 오오지홀딩스와 차세대원
료인 CNF(셀룰로오스 나노 피버)를 소재로 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 원료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CNF는 전 세계의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16
15

니코케미컬 영업부 관련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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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abolix 社 바이오플라스틱17

3.1. 바이오플라스틱 시장현황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2015년 체결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
및 화석연료 자원 의존도를 낮추며 온실가스 저감을 가능케 하는 “바이오
화학” 산업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Pathak et al. 2014). 바이오화학은
기존의 석유 화학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식물 유래 원료 사용 및 생분해성 제품
개발 등 친환경 바이오화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
이다(Plastic News Europe 2016. 11. 30.). 바이오 화학 산업영역으로는 바
이오케미칼,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이 있다. 본 절에서는 바이오플라
스틱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를 Metabolix 社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크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세월이 지나면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
은 미생물에 분해되는 플라스틱 원료를 의미하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기존의 석유기반 물질 대신 재생 가능한 원료를 화학 및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한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기존 플라스틱 사용을 주
정부가 제한 및 금지하는 등 규제가 엄격함에 따라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량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 및 미국은 공동 연구 팀 등을 구성
하여 관련 연구와 함께 나라별 표준화 작업 및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 촉
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16
17

니코케미컬 영업부 관련자 면담.
니코케미컬사의 바이오소재화 사례는 신영섭 박사에게 위탁한 원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114 해외 바이오소재화 사례와 시사점
<그림 6-6> 바이오플라스틱의 순환도

자료: Yamaha motor(https://global.yamaha-motor.com/biomass/english/: 2017. 5. 20.).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영역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세계
적인 음료회사인 코카콜라는 2010년 처음으로 Plant Bottle이란 바이오플
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2020년까지 모든 PET병을 Plant bottle로 바
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장기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 업체들은 활발한 연
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 관련 기업 “Metabolix”의 사례를 통
해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Metabolix는 1992년에 설립된 회사로 미생물을 응용하여 바이오플라스

틱 및 관련 화학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002년부터 농산물에서 재생가
능한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플라스틱 화학소재를 재생하는 Crop science
research program을 실시하였다. Metabolix는 식품 및 비식품 산업의 각종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PHA(폴리히드록시알카노에이트) 기반 수지를 생산
하고 있다.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출성형 기술을 접시, 컵, 기타 생활
잡화 플라스틱용품부터 의료용품, 화장용품까지 광범위한 소재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Metaboilx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독일,
캐나다 등에 연구소, 농장을 보유한 국제적 기업으로 미생물과 식물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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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소재 등 지속 가능한 소재를 상업적으로 구현하여 환경, 사업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세계경
제포럼이 선정한 Tech Poineers에 선정된 기업이다.
생산공정 및 플라스틱 첨가제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친환경 C4화합
물18, 특히 감마부티로락톤(GBL), 부탄디오르(BDO), 폴리라틱산(PLA)19, PH
A20 등을 개발하였다. 특히 PLA수지 응용제품은 생분해성/퇴비화 가능한 소

재이기 때문에 농자재 등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가의 소재이기 때문에 주요 시장은 선진국이다. 따라서 현실적 상업화와 시
장 확대를 위해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식품기업 CJ 또한 식품회사에서 바이오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면서
Metabolix와 협업하여 친환경소재 공동개발을 착수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1. 7. 31.).
Metabolix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의 플라스틱 시장의 제품 개발주기는 9~15

개월이며,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 5,400억 파운드 중 약 0.4%에 해당하는 20억
파운드(약 90만 톤)의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의 초기 목표라
고 한다(2010년 기준).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을 위한 PHA21, PHB22의 공급원
은 주로 식물을 활용하고 있다. 식물 목질 섬유소 내 PHB를 인위 고정 후 분열
하면, 애기장대에서 기존보다 40%, 담배의 경우 18%, 기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도 생산량이 증가된 연구가 보고되었다 (Bohmert et al. 2000). PHA의 경
우, PHB뿐만 아니라 PHBV23(하이드록시발러레이트)의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
에 지방산 함유량이 높은 카멜리나24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Sukuta et al. 2014).

18
19
20
21
22
23

24

미생물을 이용한 탄소 화합물.
석유화학계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큰 생분해성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과 유사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물질, 주로 미생물에 의해 생산됨.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물질.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물질, 호염성 고세균 합성물로 분해가 가능
한 플라스틱.
Camelina, 냉이과류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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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3.2.1. 미생물을 활용한 생산공정
Metabolix는 캐나다에 카멜리나 생산을 위한 자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아이오와주의 미생물 발효공장 약 121,406m2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1억 파운드를 생산 가능한 시설이다(Meghna et al.
2015). Metabolix는 2002년부터 미생물의 균주를 형질전환하여 PHA를 생

산하여 왔다. 미국 미생물 발효시설(약 600m3)을 통해 제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미생물 공정은 생산 비용이 비
교적 낮아 가격 경쟁력이 있고, 타 제조공정대비 노동력 및 대규모 면적의
공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국토 면적이 적은 선진국에 적용 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등지에도 상업적 적용에 성공
할 가능성이 높으며, 화학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국토 면적이 적은 한국에서
의 활용 가능성도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3.2.2. 식물을 활용한 생산공정
Metabolix는 2010년부터 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생산에

주력해 왔다. 2014년 미국 Agriculture-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am
(NRC-IRAP), 그리고 미주리주의 Donald Danforth Plant Science Center의 지

원을 받아 Oil seed 작물인 카멜리아에서 추출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HB
함유량을 약 13.7%를 높이는 연구에 성공하는 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식물
자원 활용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Meghna et al. 2015).
카멜리아는 십자화과 식물로 지방산의 함유량이 높으며 생장이 빠르고
재배가 용이한 친환경 소재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석유대비 가격경쟁력
이 낮아 산업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은 만큼 유전자 형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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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육종된 카멜리아를 자체 기술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시도하
고 있다(Biomass Advisors 2010). 이렇게 생산된 GBL, PBT, BDO 등은 전
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과정의 세정제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타 C4제품
군에 비교해서 아직 가격이 높은 편이므로 원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이 요구된다(한국경제신문 2011. 7. 31.). 유전자 형질전환 식물을 통한 산
업화 원료 물질 생산은 기존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추후 다양한 용도로 활
용될 수 있다. Metabolix의 경우 식물의 잎에서 PHB 생성 등 원료 생산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화학 분야에 활용하여 왔다
(Biomass Advisor 2010).

카멜리아는 비교적 다양한 범위의 토양에서 잘 자라며 재배 적합지역은
미국 북부 및 캐나다 지역이다. 기존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작물
재배법을 고안하면 지역 농민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Biomass Advisor 2010). 석유화학은 산업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는 분야이다. 기존의 산업기반을 잘 활용한다면 바이오플라스
틱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성
장과 함께 농가와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져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7> 카멜리나의 바이오플라스틱 소재화를 통한 농가소득 비교

자료: Guzman(2011)(https://www.slideshare.net/Greenchemblog/metabolix-presentation: 201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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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미래
Metabolix는 ADM, Mirel 등과 합병을 통해 설립된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2013년 바이오고무 프로젝트를 런칭하고 2050년까지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에 100%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장기 비전을 수립하였다. 세
계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업체는 다수 포진돼 있으나 상업적 이유로 보급
은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또한 소재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기술을 선
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유리하다. 이러한 점들이 선진국 위주의 시장 형
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Plastic News Europe 2016).
Metabolix 이외에도 다수의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적용사례가 있

으며 국내 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 유아 용기 전문
업체 마더스콘은 SK케미컬에서 제조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에코젠을
적용한 유아용 식기를 출시하였다. 에코젠은 옥수수 전분에서 유래된 폴리
락트산을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심미적 외관이 뛰어나고 환경호르몬
을 배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기아 자동차는 쏘울 EV 차량의 실내인테
리어에 바이오매스 유래의 바이오플라스틱을 적용하였다. 삼성전자는 외부
패키지부터 내부 부품까지 친환경 소재로 만든 휴대폰 리클레임을 미국시
장에 선보였다. 휴대폰 외장의 40%를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소재로 제
작하였으며, 전체의 80%를 재활용 가능 소재를 사용하였다. 한화 L&C가
출시한 바닥재 ‘명가 2015년형’은 열대과일에서 추출한 친환경 식물성 가
소제를 이용하였고, 유럽 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디자인맵 편집부 2015).

플라스틱 업계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로 기업 내부 및 공급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바이오매스에서 원료,
유통사까지 구성하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들이고 있다(Plstics news europe
2016). 2017년 4월 디지털 타임스에 따르면 CJ는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인
“하이더”를 및 2016년 8월 미국 Metabolix의 연구시설을 부문 인수하였다
(한국경제신문 2017. 31.). 바이오소재 산업화에서 가장 큰 장벽은 낮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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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경쟁력이다. 원료의 조달 및 원가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투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홍보 강화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4. 시사점

제6장에서는 브리지스톤의 구아율과 민들레를 이용한 고무생산, 니코케
미컬의 슈가 스쿠알렌, 메타볼릭스의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해외의 다양
한 바이오소재화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소재화는 다양한 필요에서 발생하
였다. 브리지스톤의 경우 타이어의 주원료인 천연고무의 가격 상승과 생산
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천연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소재를 개
발하였고, 니코케미컬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또 메타볼릭스는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세 기업 모두 기업의 문제의식 및 관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소재화 R&D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지원은 대학과의 합
동연구나 연구자금 지원과 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이 소재 발굴에서 상품화까지 바이오소재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재화 원물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브리지스톤의
구아율의 경우, 실험과 연구시설, 고무추출 공정 건물의 규모보다 아그로
연구농장이라고 불리는 구아율 유전개량 및 재배방법 연구시설과 재배시
설의 규모가 훨씬 크다. 구아율의 경우 대규모로 재배가 이루어지던 품목
이 아닌 만큼 품목의 개량 및 재배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니코케미컬의 경우처럼 이미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품목은 품목에
관한 연구가 따로 진행되기보다는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슈가 스쿠알렌의 원료인 사탕수수의 생산성이 일본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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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역에서 크게 차이 남에 따라 슈가 스쿠알렌의 생산공장을 미주지역에
설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브리지스톤과 메타볼릭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식
물자원을 소재화할 때 수급의 안정성 및 해당지역의 농업 기여를 위해서
해당지역에서 생산가능한 원물을 사용하거나 품종개량이나 재배법 개발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 메타볼릭스
는 본사의 Camelina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해 Camelina 재
배의 부가가치가 225달러/Acre에서 535달러/Acre로 두 배 이상 상승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처럼 식물자원의 바이오소재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원을 농가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상승시키는, 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선순환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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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바이오산업 및 타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소재의 현황
전반을 분석하고,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의 단계별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소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2015년 기준 9.87조 원 규모이며 수출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5년 생산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
상이며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11.5%로 생산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바이오의약과 바이오식
품의 비중이 생산액 기준 전체 바이오산업의 78.5%를 차지할 정도로 두
산업으로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소재 규모는 2016년 7,794억 원으로 바
이오산업 총 매출액의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기준 바이
오소재의 규모는 1조~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오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바이오식품으로 총 매출액의 19.6%가 바이오
소재 구입 및 생산에 지출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산업군 중 산업규모가 가
장 큰 바이오의약의 경우 바이오소재 사용 비중은 1.4%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 특·약용작물, 미생물자원 순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었으며, 특히 미생물자원은 현재도 바이오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소재이지만, 향후 미생물자원에 대한 바이오기업의 관심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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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에서는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에서 필수적인 바이오 및 바이
오소재 R&D에 대해 투자와 성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바이
오 관련 연구개발비는 2015년 기준 5조 9,946억 원이며 총 연구개발비의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바이오 연구개발비에서 국가 바이오 연구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1%이며, 민간부문의 바이오 연구개발비의 비
중은 44.9%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04년 이후 국가 바이오 R&D는 평균
14.1%씩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은 이보다 높은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의 투자가 국가투자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이는 최근의 추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의 바이오 R&D 투자는 바이오의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바이오기업은 바이오 R&D에 1조 3,126억 원을 투자하였는

데, 그중 바이오의약의 비중이 75.9%, 바이오화학산업이 9.0%, 바이오식품
산업이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R&D 투자의 75% 이상이 바이오의
약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 세 산업
분야로의 집중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투자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소재 관련 국가 R&D는 2016년 기준 4,065억 원이며 바이오
R&D에 비해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부문 바이오소

재 연구개발비는 2012년 1,706억 원에서 2016년 1,717억 원으로 거의 정
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소재 연구개발비에서 농업부문 투자의 비중
은 2016년 기준으로 42.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 낮은
투자 증가속도로 인하여 그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가 간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수
준은 선두그룹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를 R&D, 사업화, 대량생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바이오소재 산업화의 구조, 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R&D 단계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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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업부문 바이오소재 공공 R&D의 원물 경제성 평가와 바이오소재
R&D 관련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민간부문의 바이오소재 R&D 지원 인프

라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R&D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서는 상품화에만 집
중된 지원과 체계적인 수출지원의 부족, 대량생산 단계에서는 농업과 바이
오 및 바이오소재 산업과의 단절, 원물의 품질관리 문제 등이 주요 문제점
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현재까지의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바이오소재화
지원은 타 부처의 지원과 차별화되지 못하였고, 바이오소재화에 있어 농업
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하여
바이오소재 산업화의 전 과정에 거쳐 바이오소재 산업과 농업과의 단절 문
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파미니티의 사례를 통해 비농업기반의 바이오소재 기업이 마주치는 농업
원물 접근 및 수급에 관한 어려움과 내츄럴엔도텍의 사례를 통해 체계적이
지 못한 원물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농가 피해를 살펴보았
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산업과 농업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모
레퍼시픽과 같이 국내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R&D를 수행하고 국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국내 농산물 구입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여 기업
은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이 제고되고, 원물 공급 지역 또한 지역경제가 활
성화되고 천연이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기업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win-win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내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범정부
적 바이오 관련 정책으로 1994년에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2007년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뇌연구촉진기
본계획, 줄기세포연구활성화방안,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세부 연구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7년에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바이오 R&D 혁신, 바

이오경제 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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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
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바이오 정책은 바이오산업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필수적인 원료인 바이오소재 즉, 농생명자원을 공급하는 농업
과의 연계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 바이오산업와의 단절은 농식품
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해외 바이오소재화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기업
의 바이오소재화는 다양한 필요에서 발생하였는데, 브리지스톤의 경우 타
이어의 주원료인 천연고무의 가격 상승과 생산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
해 천연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였고, 니코케미컬은 소
비자들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또 메타볼릭스는 기
후변화나 환경 문제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세 기업 모두 기
업의 문제의식 및 관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소재
화 R&D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지원은 대학과의 합동연구나 연구자금 지원
과 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업이 소재 발굴에서 상품화까지 바이오
소재화를 주체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소재화 원물의 경제성에 대한 연
구도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브리지스톤 구아율의 경우, 실험과 연구시
설, 고무추출 공정 건물의 규모보다 아그로 연구농장이라고 불리는 구아율
유전개량 및 재배방법 연구시설과 재배시설의 규모가 훨씬 크다. 구아율의
경우 대규모로 재배가 이루어지던 품목이 아닌 만큼 품목의 개량 및 재배
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브리지스톤과 메타볼릭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은 식물자원을 소재화할 때 수급의 안정성 및 해당지
역의 농업 기여를 위해서 해당지역에서 생산가능한 원물을 사용하거나 품
종개량이나 재배법 개발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으며, 식물자원의 바이오소재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농가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상승시키는, 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선순환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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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정책과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생명소재의 바이오소재
화 촉진과 바이오소재 산업의 육성,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농업의 새로
운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농업부문의 과제와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R&D 전략
<그림 7-1>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R&D 전략 종합

□ 바이오소재 R&D 대상 품목의 경제성 평가 실시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R&D 과제 선정 시 경제성 분석이 타 부처와 마
찬가지로 최종 바이오상품의 시장성 평가만으로 이루어져서 해당 연구가
농업부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와 소재화 대상 원물이
실제 바이오소재 산업에서 원료로서 경제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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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선정에서부터 빠져있다. 이로 인하여 농업부문 공공 R&D로 개발된 바
이오소재 기술로 만든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더라도 기업이 수입산 원물
을 사용하거나 매우 적은 양의 원물만을 구매하는 등 국내 농업에 대한 기
여는 미미한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 농산물이 아닌 특이작물을 소
재화할 경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바이오소재기업이 원물확보 및 원
물생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바이오소재 공공 R&D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바이오상품의 경제성 및 시장성 평가가 해당 R&D의 농업부문 기여나
R&D 성과의 사업화 이후 원물의 국내 수급 여건 및 경제성 평가로 확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식물자원을 바이오소재화하여 B라는 의약
품을 최종 생산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R&D 선정 시스템에서는 B의 시장규
모나 판매액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R&D의 목적을 고려한다
면 B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함께, 사업화 이후 B가 예상수요만큼 생산되
기 위해 필요한 원물 A의 예상수요량 및 수급비용, A의 국내 생산 가능성
(재배이력, 대량재배기술 등), 현재 A의 시장 현황 등과 같은 원물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을 위한 원물의 대량생산 연구 필요
현재 국내의 바이오소재 R&D는 농생명자원의 바이오소재화 즉, 새로운
소재의 발견과 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R&D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바이오소재를 대량생산하게 되었을 때 바이오소재 산업에 공급
되어야 할 농생명자원의 대량생산에 대한 연구는 함께 진행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화하는 부분에서 기업에 동일한 품질과 일정한 양
의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이 전무하다. 이것이 소
재화 원료 대량생산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산업화가 정체되는 주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기업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안정적인 원료
확보이며 특히 기상이변이 매년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산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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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바이오소재 R&D가 농작물의 바이오소재화 기술 개발뿐만이 아
닌 해당 농작물의 소재화 특성에 맞춘 재배기술 개발 및 안정화까지 포함
하는 연구로 확장되거나, 바이오소재 R&D와 함께 산업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원물의 재배 관련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지스톤의
경우, 구아율의 바이오소재 R&D 연구시설과 고무추출 공정 건물의 규모
보다 구아율의 유전개량 및 재배방법 연구시설과 재배시설의 규모가 훨씬
크며, 바이오소재화 연구와 함께 품종개량 및 재배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
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물의 재배연구가 함께 진행하여 바이오소재화
성공 이후 원물 수급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을 방
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KIST와 아모레퍼시픽이 공동으로 바이오소재화
원료인 인삼 꽃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식물공장을 연구하는 등 원물 생산에
대한 연구가 다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거나 재배연구와 바이오
소재화의 연계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높은 리스크와 낮은 성공률을 가진 분야로의 공공R&D 투자
총 바이오 R&D 투자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은 44.9%로 높은 편이며, 특히
2004년 이후 민간부문의 바이오 R&D 투자 증가율이 공공부문의 바이오
R&D 투자 증가율인 14.1%보다 높은 15.9%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투자

가 국가투자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추세에서 더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바이오 R&D 투자는 바이오의
약산업으로의 편중이 심각한 편이다. 2015년 기준 바이오기업의 R&D 투
자 중 75.9%가 바이오의약에 집중되었고, R&D 투자 상위 세 산업 분야,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으로의 집중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의 바이오 R&D 투자는 시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바이오의약은 높은 사업성으로 인해 이미 민
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바이오식품, 화장품과 같은 바이오화학으로도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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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농업 관련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의 공공 R&D 또한 바
이오식품, 바이오의약, 바이오화장품과 같이 산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투자
되고 있어 공공 R&D의 역할이 민간 R&D와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
럼 민간과 공공 R&D 모두 산업화 성과가 우수한 바이오산업에 집중되는
동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농약 등 리스크가 크고 R&D 성공가능성이 낮
은 분야에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작물
의 발견과 개발, 대량생산과 같은 R&D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약의 경우 농업의 필수적인 자재이나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물
질에 대한 거부감, 특히 농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
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바이오농약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약의 긴 개발기간과 낮은 개발 확률로 인하여 기업
의 R&D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강창용 2017).
이처럼 중요도는 낮지만 낮은 개발성공률이나 당장의 시장성으로 인해
민간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에 공공 R&D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의약, 바이오화학, 바이오식품과 같은 사업
성이 높은 분야는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R&D 자금 지원을 통
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농약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 R&D가 이루
어지지 못하는 분야는 농진청과 같은 국가 R&D기관에서 적극적으로
R&D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2. 바이오소재 R&D 인프라 지원
□ 바이오소재화를 위한 농생명소재 관련 DB 구축 및 통합
바이오 R&D 투자의 민간의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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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R&D 측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R&D에 사용가능한 소재 공급과
소재들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DB이다. 바이오소재 사업화에 참
고할 수 있는 국내 품종에 대한 DB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바이
오소재화를 하려고 하는 품목의 수급 가능성, 재배이력, 재배기술 및 표준
화 여부 등과 같은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신력
있는 DB가 없다. 부처별 품종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DB들이 있지만 DB간 학명이 통일되지 못하는 등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

에 문제가 있다.
<그림 7-2> 바이오소재 R&D 인프라 지원 종합

<표 7-1> 부처별 생명자원 DB
부처

근거법령

생명자원 DB

농식품부

농업자생명원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미래부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S)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생물자원종합시스템 (KBR)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M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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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일부 제공되고 있는 농생명자원의 특성평가에서 외형평가 수
준의 기초평가25는 60% 정도 제공되고 있지만, 바이오소재화 R&D를 수행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밀평가26는 15%에 머
무르는 수준으로 기업의 농생명자원의 활용이 저하되고 있다. 2011년부터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에서 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등을 포함한 생
명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초·정밀평가된 자원의 공개율이 0.1%
(2016) 수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단순 자원 목록에 그치고 있어

산업계의 활용도가 낮다.
따라서 이처럼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농생명자원에 대한 DB를 통
합하고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정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농생명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
고 있는 농진청과 산림청을 중심으로 기존의 농생명자원 관련 DB를 통합
하고, 바이오소재화의 원료가 되는 농생명자원의 발굴, 수집, 보존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초·정밀평가를 강화하여 특성평가 정보와
농생원자원의 소재화 원료로서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DB를 구축
한다면 국내 농생명자원이 국내외 소재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생명연구자원은행 설립
우리나라 농업 분야의 식물자원은 23만 7천여 점으로 세계 6위 수준이
지만,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은 대부분 식량자원에 편중이 되어 있고 바
이오소재화 수요가 많은 특·약용작물의 보유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
통적 농업 목적으로 인하여 종자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소재화 R&D에 사
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식물소재(컴파운드나 메탄올추출물 형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25
26

시험포장에서 눈으로 구분되는 형태적 특성에 대한 평가.
농생명자원의 생리·생태적 특성, 내병충성, 기능성 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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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유지,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 대책
과 다부처 사업이 너무 많아 실효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고, 한국식물추출물은행(생명공학연구원)에서 일부 국내생물소재와 해외생
물소재에 대해 메탄올 추출물 은행사업을 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식물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농진청과 산림청으로
식물자원에 대한 연구자원 수집·관리·제공이 농진청과 산림청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도 매우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가 농진청을 중심
으로 이미 수집된 농생명자원을 소재화 R&D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
공해줄 수 있는 농생명연구자원은행 사업을 실시한다면 산업계의 농생명
연구자원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부문의 국내 농생명자원의 소재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미생물자원 관련 바이오소재 R&D 인프라 조성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생명자원들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는
식량작물, 특·약용작물, 미생물자원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생물자원은 현재도 바이오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소
재이지만, 바이오기업들이 향후 가장 유망한 바이오소재가 미생물자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미생물자원의 활용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미생물자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와 관심이 크지만 미생물자원에 대
한 농업분야의 대응이 미비한 실정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우수 균주 발굴과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자원 관련 R&D를
강화하고 유용물질 대량생산 및 scale-up 실증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미
생물세포공장(가칭)을 구축하여 미생물자원의 소재화 R&D 및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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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 원물과 바이오소재 산업간의 단절 해소
□ 지자체가 참여하는 농업원물의 안정적 수급 모델 구축
농업부문의 바이오소재 R&D의 최종적 목표가 농산물의 바이오소재화
를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이지만 실제 바이오소재 생산을 국산 원물
구입으로 이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상황
이다. 바이오소재 R&D와 사업화, 원물 공급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
는 상황에서 바이오소재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신뢰할 수 있는 품
질의 원물의 안정적 공급 및 공급처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의 특정한 기능성을 함유한 특이작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처 발굴, 재배기술 확보, 종자 품종 증명, 농업인 교육 등에 대한 필요
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바이오소재 산업을 연계해줄 수 있는 주체
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가와 바이오소재기업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가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농업관련 기관들이다.
전남 장흥의 멀꿀의 경우,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가 멀꿀을 소재화하여 관
절염 신약물질 기술 개발에 성공, 제약회사인 영진약품에 기술을 이전하였
다. 장흥군은 영진약품,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와 멀꿀 나무 지역특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멀꿀 나무의 보급, 재배 관리 및 수매, 천연물의
약품 원료의 안정적 수급, 지역농가의 안정적 재배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매일일보 2015. 6. 2.). 지자체의 지원 아래, 기술이전 조건으로 장흥
에 제약공장을 설립하고 신약생산에 필요한 멀꿀은 장흥산 멀꿀을 사용하기
로 하였는데, 영진약품과 재배계약을 한 정남진멀꿀영농조합은 약 6ha에서
멀꿀 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조합 소속의 15개 농가가 가구당 약 2천만 원
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9. 29.).
또한 경남의 남해마늘연구소는 남해군의 마늘을 수매하여 냉동건조분말
화 처리를 한 후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2015년 남해마늘연구소는 건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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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식품 원료회사인 ㈜신우와 연간 10톤의 동결건조마늘분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건상 신우 측은 반드시 남해산 마늘이 원료인 동결
건조마늘분말을 유통해야 하며, 남해마늘연구소는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된
원산지가 확인된 남해산 마늘 분말을 제조·공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관내 마늘재배농가의 안정적 마늘재배와 농업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경남매일 2015. 3. 16.).
이처럼 지자체나 지자체 산하의 농업 관련 기관이 농가의 원료생산을 지
원하거나,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하여 전 처리를 거쳐 기업에 판매하는
것과 같이 농가와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농가의
농업소득 증가와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품종 확인서 발급
기업이 바이오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하면 원료인 농업원물이 필
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품목이 아닌 특이작물이나 야생작물의 경
우 대량으로 종자를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종자은행이나 국립종자
원을 통해 종자를 구입할 수 있지만 취급하는 종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 특히 식량종자 위주로 특이작물의 종자는 충분히 구하
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요청에 의해 농가가 종자나 씨앗을 야생
에서 채취하거나 타 농가에서 구해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재화에 이용되는 원물은 특정 성분 추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은 해당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특정품종만을 필요로 하지만 농업인의 학명
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유사품종과 육안상 구분이 힘들거나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품종명으로는 해당품종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배원물의 수매 시점에서 기업이 구입을 포기하는 등 기업과 농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긴 재배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수
확 후 품종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농가의 경우 장기간의 소득이 사라지
고 기업은 원물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물을 재배하기 전, 농업기술센터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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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술원 등에서 품종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서 농민은 안심하고 재배하고 기
업도 안정적으로 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품종확
인은 육안으로 형태적 특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유전
자 분석 등을 통해 품종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2.4.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관련 농업부문 규제 개선
바이오산업은 사람과 윤리, 환경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환경보호 등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제도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농생명소재의 경우, 유전자 조작 등의 민감한 문
제도 해결해야할 분야이며, ｢농업생명자원법｣은 농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
리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적 이용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부족한 실정이
며 향후 농생명소재의 산업적 이용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 부족으로 개정
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오선진국의 경우 규제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
시간 단축, 일관심사시스템 등을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
의 비용 감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바이오 관련 새
로운 시장 개척 시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해외 바이오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점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소재화 및 바이오소재 생산, 등록, 판매 등을 저해하
는 바이오소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하고 농가-기업-소
비자-정부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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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부표 1> 2008년 기준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분야

바이오
의약

바이오
식품

바이오
전자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1100)
1000)
3010)
3020)
3030)
3040)
3050)
3000)
5010)
5020)
5030)
5040)
5050)
5000)
7010)
7020)
7030)
7040)
7000)

분류코드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신개념치료제 (유전자의약품, 세포
치료제, 복제장기 등)
진단키트
동물약품 (생균제 포함)
기타 바이오의약제품
건강기능식품
아미노산
식품첨가물
발효식품
사료첨가제
기타 바이오식품
DNA칩
단백질칩
세포칩
바이오센서
바이오멤스
기타 바이오전자제품
바이오연료
인공종자 및 묘목
실험동물
유전자변형 동식물
기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분야

바이오
화학

바이오
환경

바이오
공정 및
기기

바이오
검정, 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2010)
2020)
2030)
2040)
2050)
2000)

분류코드
바이오고분자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바이오농약 및 비료
기타 바이오화학제품

4010)
4020)
4030)
4040)
4000)

환경처리용 미생물제제
미생물고정화 소재 및 설비
바이오환경제제 및 시스템
환경오염 측정시스템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6010)
6020)
6030)
6040)
6000)

바이오반응기
생체의료기기 및 진단기
바이오공정 및 분석기기
공장 및 공정설계
기타 바이오공정 및 기기

8010)
8020)
8030)
8040)
8050)
8060)
8000)

바이오정보서비스
유전자관련 분석 서비스
단백질관련 분석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바이오안전성 및 효능평가 서비스
진단 및 보관 서비스
기타 바이오검정, 정보개발 서비스

자료: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KS J 1009 : 2008(국가기술표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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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2016년 기준 바이오산업 분류체계
분야

바이오
의약

바이오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
자원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1100)
1110)
1120)
1000)
3010)
3020)
3030)
3040)
3050)
3000)
5010)
5020)
5030)
5000)

분류코드
바이오항생제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백신
호르몬제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 제제
혈액제제
세포기반치료제
유전자의약품
바이오진단의약품
효소 및 생균의약품
바이오소재 의약품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기타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식품첨가물
발효식품
사료첨가제
기타 바이오식품
바이오센서
체외진단
바이오센서/바커 장착 의료기기
기타 바이오의료기기

7010)
7020)
7030)
7000)

종자 및 묘목
유전자변형 생물체
실험동물
기타 바이오자원

분야

바이오
화학·
에너지

바이오
환경

바이오
장비 및
기기

바이오
서비스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00)

분류코드
바이오고분자제품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바이오농약 및 비료
바이오연료
기타 바이오화학·에너지제품

4010)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4020) 생물고정화 소재 및 설비
4030) 환경처리,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4040) 환경오염 측정기구 및 진단, 서비스
4000)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6010) 유전자/단백질/펩타이드 분석·합성·
생산 기기
6020) 베포 분석·배양 장비
6030)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6040) 연구 및 생산장비
6050) 공정용 부품
6000) 기타 바이오장비 및 기기
8010) 바이오 위탁 생산·대행 서비스
8020) 바이오 분석·진단 서비스
8030) 임상·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8040)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8050) 가공 및 처리·보관 서비스
8000)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자료: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 KS J 1009:2016(산업표준심의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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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바이오소재 수급 실태 조사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생명소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
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농생명소재
수급 현황, 농생명소재 수급과 관련된 애로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8~10월이며, 조사 모집단은 국내 바이오기업
총 1,034개 기업이다. 현재 바이오기업은 등록이나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바이오기업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
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27의 조
사대상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모집단에서 세부 바이오
산업군28별 분포를 고려하여 156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설
문은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부표 3> 바이오산업군별 응답자 분포
바이오산업군

기업 수

바이오의약

62

바이오화학

24

바이오식품

37

바이오환경

15

바이오전자

2

27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전수조사이며 조사범위는 ‘바이오산업 분류체
계’에 근거해 생명공학기술관련 활동에 종사한 국내 기업임(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2017).
28 바이오산업 분류체계는 2016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나 모집단으로 사용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이 2008년에 제정된 바이오산업 분류체제에
따라 구분되고 있어 본 설문에서도 2008년에 제정된 바이오산업 분류체제에
따라 바이오산업군을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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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바이오산업군

기업 수

바이오공정 및 기기

9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1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6

합계

156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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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3

바이오소재 수급 실태 조사표

바이오기업의 농생명소재 수급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바이오기업의 농생명소재 수급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향후 바
이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
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기업 일반현황
A1. 귀사의 바이오산업부문 주력 업종은 무엇입니까? 해당 주력 업종 1개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바이오의약

② 바이오화학

③ 바이오식품

④ 바이오환경

⑤ 바이오전자

⑥ 바이오공정 및 기기

⑦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⑧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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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귀사의 핵심 바이오 기술은
① 자체 개발하였다.
② 정부R&D기관(국책연구기관 포함)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였다.
③ 민간R&D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였다.
④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였다.
⑤ 정부R&D기관(국책연구기관 포함)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⑥ 민간R&D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⑦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⑧ 기타(

)

A3. 귀사는 최근 5년간(2012-2016) 정부의 정책지원(출연, 융자, 보증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3-1. 귀사가 최근 5년간(2012-2016)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경험이 있다면, 정
부지원 종류별 금액을 기입해주십시오.
구분
R&D자금(출연금)
융자(정책자금)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경험
① 있다
① 있다
① 있다

2012-2016년
여부
② 없다
② 없다
② 없다

총 금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A4. 귀사의 2016년도 매출액은 전년(2015년) 대비 몇 % 변동하였습니까?
(

)% ※ 증가는 +, 감소는 –로 표기

A5. 2016년 기준 귀사의 매출액에서 국내판매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판매
수출
(
)%
(
)%
※ 국내판매 비중과 수출 비중의 합이 100% 되도록 작성.

총 매출액
100%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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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농생명소재 수급 현황
농생명소재란?
식물자원(작물, 자생식물, 약용작물, 수산식물 등), 동물자원(가축, 관상동물, 야생
동물, 수산동물 등), 곤충자원(집파리, 나방, 벌, 거미 등), 미생물자원(효모, 버섯,
곰팡이, 세균, 방선균 등)과 같은 농생명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가공
소재를 의미함.

물

분류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노지과수
시설과수
특용작물

자

약용작물

식

화훼
전매작물
수산식물
임산물
기타
동물자원
곤충자원
미생물자원

원

예시
쌀, 보리, 잡곡, 콩, 감자, 고구마 등
노지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수박, 오이, 고추, 마늘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노지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매실, 유자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감귤 등
참깨, 들깨, 땅콩, 차 등
강활, 구기자, 도라지, 당귀, 마, 율무, 오미자, 작약, 천궁,
하수오, 복분자 등
화훼류
연초, 인삼
해조류
목재 등
기타
가축, 관상동물, 야생동물, 수산동물 등
집파리, 나방, 벌, 거미 등
효모, 버섯, 곰팡이, 세균, 방선균 등

B1. 귀사의 2016년 기준 총 매출액에서 농생명소재 구입 및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
중은? ※ 유통비는 제외함.
농생명소재 구입비
(
)%

농생명소재 생산비
(
)%

총 농생명소재 조달비
(
)%

142 부 록
B2. 귀사의 농생명소재 구입비에서 분류별 비율와 수급방법은?
분류

비율(%)

주 수급방법(택 1)
국내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해외에서
일반구매 계약생산 일반구매 계약생산

천연

식량작물

(

)%

노지채소

(

)%

시설채소

(

)%

노지과수

(

)%

시설과수

(

)%

식물 특용작물
자원 약용작물

(

)%

(

)%

화훼

(

)%

전매작물

(

)%

수산식물

(

)%

임산물

(

)%

기타

가공

(

)%

동물자원

(

)%

곤충자원

(

)%

미생물자원

(

)%

식량작물

(

)%

노지채소

(

)%

시설채소

(

)%

노지과수

(

)%

시설과수

(

)%

특용작물
식물
약용작물
자원
화훼

(

)%

(

)%

(

)%

버섯

(

)%

전매작물

(

)%

수산식물

(

)%

임산물

(

)%

기타

(

)%

동물자원

(

)%

곤충자원

(

)%

미생물자원

(

총 농생명소재 구입비

)%
100%

①

②

③

④

기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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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귀사의 농생명소재 생산비에서 분류별 비율와 생산방법은?
분류

식물
자원
천연

비율(%)

식량작물

(

)%

노지채소

(

)%

시설채소

(

)%

노지과수

(

)%

시설과수

(

)%

특용작물

(

)%

약용작물

(

)%

화훼

(

)%

전매작물

(

)%

수산식물

(

)%

임산물

(

)%

기타

(

)%

동물자원

(

)%

곤충자원

(

)%

미생물자원

(

)%

식량작물

(

)%

노지채소

(

)%

시설채소

(

)%

노지과수

(

)%

시설과수

(

)%

특용작물

(

)%

식물
자원
가공

약용작물

(

)%

화훼

(

)%

버섯

(

)%

전매작물

(

)%

수산식물

(

)%

임산물

(

)%

기타

(

)%

동물자원

(

)%

곤충자원

(

)%

미생물자원

(

총 농생명소재 생산비

)%
100%

주 생산방법(택 1)
국내 직접생산 해외 직접생산
①

②

기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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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농생명소재 수급과 관련된 애로사항
C1. 귀사가 농생명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국내 조달의 가장 중요한 이유
를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가격 경쟁력
② 물량확보의 용이성
③ 유통비 절감
④ 높은 품질(높은 생산기술력이나 품질관리의 용이성)
⑤ 품종 문제
⑥ 정책적 이유(지원금, 관세 등)

)

⑦ 기타 (

C2. 귀사가 농생명소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해외 조달의 가장 중요한 이유
를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가격 경쟁력
② 물량확보의 용이성
③ 유통비 절감
④ 높은 품질(높은 생산기술력이나 품질관리의 용이성)
⑤ 품종 문제
⑥ 정책적 이유(지원금, 관세 등)
⑦ 기타 (

)

C3. 농생명소재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① 높은 가격 및 가격변동성
② 물량확보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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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생명소재 수급에서 발생되는 유통비
④ 품질 문제(생산기술력이나 품질관리의 어려움)
⑤ 품종 문제
⑥ 정책적 문제(관세 등)
⑦ 기타 (

)

C4. 향후 기업활동을 위해 귀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귀사가 속해있는 산업군
에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생명소재를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노지과수
시설과수
특용작물
약용작물
화훼
전매작물
수산식물
임산물
기타 식물자원
동물자원
곤충자원
미생물자원

2순위: (

)

3순위: (

)

쌀, 보리, 잡곡, 콩, 감자, 고구마 등
노지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수박, 오이, 고추, 마늘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수박, 딸기, 토마토, 참외 등
노지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매실, 유자 등
시설에서 생산되는 감귤 등
참깨, 들깨, 땅콩, 차 등
강활, 구기자, 도라지, 당귀, 마, 율무, 오미자, 작약, 천궁, 하수오 등
화훼류
연초, 인삼
해조류
목재 등
기타
가축, 관상동물, 야생동물, 수산동물 등
집파리, 나방, 벌, 거미 등
효모, 버섯, 곰팡이, 세균, 방선균 등

C5. 산업군별로 향후 활용도가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생명소재를 선택
해 주십시오.
산업군

식물자원

동물자원

곤충자원

미생물자원

바이오의약산업

①

②

③

④

바이오화학산업

①

②

③

④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환경산업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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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전자산업

①

②

③

④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①

②

③

④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①

②

③

④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산업

①

②

③

④

C6. 바이오산업 내 농생명소재 수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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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4

바이오기업의 바이오소재 수급 및 활용 관련 의견

바이오소재 수급 관련 의견
 실험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생명소재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바이오자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표준화된 원료구입 필요함. 즉 원료(생물)의 기준. 규격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봄.
 연구 자원의 신청 및 공급이 용이하였으면 합니다.
 소재의 규격화와 정량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는 가격 및 불량 확보의 어려움.
 수급 조절이 용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성 관련 품질관리와 가격 변동에 대한 안정성
 특정 성분의 추출 및 미생물 자원 확보 필요
 국내 재배면적이 거의 없거나 적은 기능성소재화가 가능한 특수작물
의 경우 계약재배 하여 사용하면 좋을 듯함.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적으면 좋겠다.
 유통과정을 개선하여 농민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의 마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문제임.
 다양한 품종 개발이나 소재를 다양화하여 수급을 확대하고 가공기술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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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관련 의견
 미생물을 이용하는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 것으로 여겨짐.
 식물자원 및 미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
각함.
 미생물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환경 유기농 생산과 관련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제품들이 국내외를 막론
하고 증가추세이며 당사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자원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잘 체계가 잡혀있어 좋습니다.
 현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재로 현재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미생물
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품종 관련 의견
 나고야 협약을 대비한 국내자원 보호 관련 정책 시급함.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지식재산권 발효
 국내 자체 품종 개발

바이오 및 바이오소재 정보 제공 관련 의견
 정보공유의 활성화
 국내에는 농생명소재 관련한 자료의 수급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시장
에 대한 제품개발을 하는 것에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신기술 동향 자료집 발간
 소재별 정확한 구입 및 가격 정보가 없는 듯하다.
 국내 바이오 농생명 분야의 최신 연구 개발동향의 파악이 어려움
 수급가능한 지역,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쉽게 공유가 가능한 어플 지
원 등이 필요할 것 같다.
 기능성 규명 및 주요 소재의 정성분석
 약용상품 관련한 상품개발과 효용가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농생명소재와 관련된 산업 분야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관련
기업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함.
 미생물 분뇨사업에 관심과 정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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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관련 의견
 산업계와 소재수급의 매개 역할기관 필요
 국가관리 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과제 활성화
 농작물 생산이 주식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소득향상에 도움이 안 되
니 다양한 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작물생산 중앙계획 제도(정부에
서 농가별/지역별 재배작물 지정)를 도입했으면 좋겠음.
 전반적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관세 인하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방에 특화된 R&D 투자사업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음.
 바우처를 통해 시료 분석에 필요한 장비 무상 또는 저가 활용
 바이오산업 관련 해외농업 진출 기업 시 정부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촉진

기타의견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로부터 의약품으로 활용 가능한 물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미래 먹거리 산업에 기초 기반 육성 산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친환경 물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생각됨.
 바이오산업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가공과 기초 의약품 원료 생산 등으로 좀
더 산업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필요
 곤충을 활용한 식품류 등의 먹거리 산업
 농생명소재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단계 및 사업에 이용했을 때의 요구
도가 낮아 당장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더 많은 자원들이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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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5

아모레퍼시픽의 공공 R&D 참여 현황

<부표 4> 아모레퍼시픽(태평양)의 공공 R&D 참여 현황
단위: 천 원
과제명

정부투자
연구비

연구시작

과제관리기관

Nanostructure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의 피부흡수기술

2002

한국과학재단

240,000

응용연구

Nanostructure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의 피부흡수기술

2003

한국과학재단

225,000

응용연구

149,000

개발연구

133,000

개발연구

230,000

개발연구

190,000

개발연구

121,000

개발연구

185,000

개발연구

200,000

개발연구

지역특산 제주 감귤류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2004

자초를 이용한 피부보습 증진 및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개발

2004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의 피부흡수 기술

2004

지역특산 제주 감귤류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제품 개발
자초를 이용한 피부보습 증진 및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개발
생촉매의 방향적 수산화기 전달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생촉매의 방향적 수산화기 전달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제품 개발
자생식물유래 성인형 당뇨 및 비만의 예방과 치료용 식품의약품
소재의 제품화 및 산업화 연구
자생식물유래 성인형 당뇨 및 비만의 예방과 치료용 식품의약품
소재의 제품화 및 산업화 연구
미백 기능성 화장품 개발
자생식물유래 성인형 당뇨 및 비만의 예방과 치료 식품의약소재
개발
안전성이 향상된 TRPV1 길항제, PAC-14028을 이용한 아토
피 및 염증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2005
2005
2005
2006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연구개발단계

2006

한국과학재단

0

개발연구

2007

한국과학재단

0

개발연구

2007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43,000

개발연구

2008

한국과학재단

20,000

개발연구

700,000

개발연구

225,000

개발연구

20,000

개발연구

2008

초고압기술을 이용한 Global 홍삼제품 연구개발

2008

자생식물유래 성인형 당뇨 및 비만의 예방과 치료 식품의약소재
개발

2009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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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과제명
(주)아모레퍼시픽 협력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경영체제
구축 및 확산
안전성이 향상된 TRPV1 길항제, PAC-14028을 이용한 아토
피 및 염증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연구시작
2009
2009

제주워터 수치료 소재 및 제품개발

2009

제주워터 수치료 소재 및 제품개발

2010

(주)아모레퍼시픽 협력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경영체제
구축 및 확산
안전성이 향상된 TRPV1 길항제, PAC-14028을 이용한 아토
피 및 염증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2010
2010

제주워터 수치료 소재 및 제품개발

2011

TRPV1 길항제(PAC-14028)을 이용한 아토피/피부질환 치료
제 개발

2011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그린파트너십

2011

녹차 등 국내농산물을 이용한 미용 기능성 식품 제품화 연구

2012

TRPV1 길항제(PAC-14028)을 이용한 아토피/피부질환 치료
제 개발

2012

피부친화력이 높은 신 커버 물질 개발

2012

기술융합통한 피부 줄기세포 타겟 항노화 연구

2012

혈액형 항원 및 이들을 합성하는 당전이효소 기능조절 유효물질
발굴

2012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그린파트너십

2012

인삼사포닌 소재 제형화 기반 연구

2012

인삼 사포닌 소재별 표준화 및 피부전달 연구

2012

수경재배 인삼의 지상부로부터 피부활성 연구 및 화장품 소재
제조공정 확립

2013

기술융합통한 피부 줄기세포 타겟 항노화 연구

2013

피부친화력이 높은 신 커버 물질 개발

2013

과제관리기관
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정부투자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250,000

기타

700,000

개발연구

400,000

개발연구

390,000

개발연구

350,000

기타

700,000

개발연구

450,000

개발연구

700,000

개발연구

240,000

기타

20,000

개발연구

700,000

개발연구

60,000

개발연구

100,000

개발연구

114,300

개발연구

240,000

기타

50,000

개발연구

50,000

개발연구

120,000

응용연구

100,000

개발연구

60,000

개발연구

152 부 록
(계속)
과제명

연구시작

혈액형 항원 및 이들을 합성하는 당전이효소 기능조절 유효물질
발굴

2013

TRPV1길항제(PAC-14028)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2013

수경재배 인삼의 지상부로부터 피부활성 연구 및 화장품 소재
제조공정 확립

2014

TRPV1길항제(PAC-14028)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2014

기술융합통한 피부 줄기세포 타겟 항노화 연구

2014

피부친화력이 높은 신 커버 물질 개발

2014

Peroxiredoxin III의 가역적 과산화에 의한
국부적 Circadian Clock의 연결 조절 기작
Peroxiredoxin III의 가역적 과산화에 의한
국부적 Circadian Clock의 연결 조절 기작

metabolism과
연구
metabolism과
연구

과제관리기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정부투자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114,300

개발연구

890,000

개발연구

120,000

응용연구

1,500,000

개발연구

100,000

개발연구

60,000

개발연구

2016

한국연구재단

111,000

기초연구

2017

한국연구재단

111,000

기초연구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http://www.ntis.go.kr: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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