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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요성〕

▸해양바이오는 바이오산업 중 해양생물을 소재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
▸육상자원 탐색이 상당부분 완료*됨에 따라 개발 초기 단계인 해양생물에서
새로운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신기술을 선점할 필요
* 글로벌 바이오신약(천연물) 특허 감소〔(‘05) 1,031건/年 → (‘18) 436〕
** 해양생물(33만종 중 1%만 활용 중)은 연 26조$의 경제적 가치 보유

▸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이 글로벌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Marine biotechnology, ‘17)
▸저차가공 중심의 국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해양환경 오염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예시〕 해조류를 활용한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마린이노베이션)

* 우뭇가사리(4천원/kg)→기능성소재(50천원/kg)→의료용 알긴산(백만원/kg)

□

국내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는
바이오시장(10.5조원,

ㅇ

‘18)

의

5%

억원(390개 기업, 매출 기준)으로

5,437

수준

영세기업 위주 시장으로 소재 대량확보 곤란,
임상 정보 부족, 전문인력 및 자금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해양바이오기업

“해양소재는 정보도 부족
하고 대량 확보 여부도
불투명해서 제품화까지
도달하기 어려워”

실태조사, ‘19)

* 국내 바이오기업의 68.3%가 소재 확보 원활시 해양바이오 분야 진출 의사
** 해외 선도기업은 기존 바이오 인프라와 해양소재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 진입 및 제품화 성과 창출

□ 해양바이오

R&D

투자(‘21.

1,040

억원)는 증가 추세나 범정부 바이오

투자(약 4조원)의 2.4% 에 불과하며 우수 기술의 사업화 연계 미흡

ㅇ 기초연구부터 제품화까지 정책 수요는 다양하나
지원에 집중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소재 공급 및 임상 지원 인력 양성
R&D

,

등 제품화 단계별로 지원하고 R&D 투자 및 사업화 연계 강화

→ 해양바이오 분야 대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국가 성장동력 마련
* 선도국 대비 기술격차 완화〔(’17) 78.6% → (’30) 85%〕
소재 수입의존도 완화〔(’19) 70% →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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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산업기반 조성

해양바이오 R&D 혁신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 체계화

 성과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

 중간소재 대량공급

 문제해결형 R&D 집중 투자

 산업화 지원
① 인허가 지원

① 해양환경 개선
② 수산업 혁신

② 기술이전 및 제품화 지원
③ 권역별 특성화 거점 마련

전략 1

③ 신소재 개발

산업기반 조성

․

❶ (자원확보 관리) 해양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소재 정보를 확대
하고 연구성과를 범부처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하여 활용 제고
-

채취 로봇(수중 드론), 실시간 효능분석기 등 해양소재 맞춤형 장비를

ㆍ

개발하여 자원 확보 분석 역량 강화
❷ (소재 대량공급) 유용 소재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해양 특화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바이오소재 대량 공급
-

콜라겐, 유글레나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소재 전문기업 육성

❸ (산업화 지원) 우수 R&D 성과를 제품화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인
허가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 마련
-

고염 등 해양소재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기준 정비, 종합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임상 지원 강화(식약처와 협력 MOU 추진,

-

‘21.

上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형화 기술 개발 및
*

국제 인증 지원을 통한 제품 수요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사례) 해조류 추출 후코이단은 분자 크기가 커서 피부 흡수가 어려운 이유로 화장품
적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저분자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 성공(바이오스펙트럼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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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 간 연계를 통한
해역별 특성화 거점 조성

▸ 서해
(

)

산업화 지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23, 서천)
** 인천항 배후부지 내 해양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추진(‘25)

▸ 남해
(

)

소재공급 기지

* 해조류 기반 바이오소재 생산
시설 조성(‘23, 완도)

▸ 동해
(

)

전략 2

융복합 연구 거점

해양바이오 R&D 혁신

❶ (성과연계 강화) 타분야 전문가 협력 강화를 위해

가칭해양바이오

연구혁신 추진단 을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도전형
*

R&D

수행

* 해양바이오 산학연 협의회(해수부 및 유관기관), 해양바이오학회(해양생명공학
R&D 수행 연구소, 대학, 기업), 바이오협회(일반 바이오기업) 참여
-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원료

연구 성과를 바이오헬스 분야로 연결하는 상생형

R&D

도입

❷ (문제해결형 R&D ) 해양환경 개선, 수산업 혁신, 신소재 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기반
-

R&D

중점 투자

폐어구 문제 해소를 위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어구, 미생물을
활용한 유해 플랑크톤 제어 등 해양환경 개선 소재 개발

-

디지털 육종 및 고부가 수산물 가공, 수산물 전주기 질병관리 등
바이오기술을 통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

고령화 대응 항노화 웰에이징 소재(식품, 의약) 등 신 산업소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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