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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

 

21세기에�들어서�바이오산업은�혁신이�가장�빠르고�영향력이�가장�큰�신산업이�되었다.�중

국에서도�바이오산업은�전략적�신산업의�중점산업이자�차세대�과학기술과��산업혁명을�선점하

는데�있어서�필수적인�산업으로�자리매김하였다.�또한�바이오산업은�중국이�신산업을�키우고�

신경제를�발전시키며�신동력을�육성하여�"강대한�중국"을�건설하는데�있어서도�중요하다.�「중

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13차�5개년계획�요강」과� 「13차�5개년계획�기간�국가�전략적�신흥�

산업�발전계획」에서는�바이오산업을�국민경제의�중심산업으로�확정하였고�동�계획의�실시기간

을�2016년부터�2020년까지로�정하였다.

1. 현황

12차 5개년계획 이후 현대 생명과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바이오기술과 정보, 재료, 에너지 등 

기술이 빠르게 융합되면서 고속 시퀀싱(High-throughput sequencing),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 바이오 정보 분석 등 현대 바이오 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바이오 경제가 정보경제의 뒤를 이어 새로운 경제를 형성하였다. 이는 인류의 생산

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표적 약물, 세포치료, 유전자검사, 지능형 의료기기, 웨어러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원격의료(Telemedicine), 헬스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보편적인 응용이 가

속화되고 스마트 의료,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은 기존의 질환 예방, 검사, 치료 등의 모델

을 바꾸어 대중의 질적인 건강 향상에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였다. 바이오육종기술의 발전은 동식

물의 영양 가치와 항질환성, 그리고 생산량의 향상을 대폭 촉진하여 유전자변이 작물 재배면적은 

세계 전체 경작면적의 12%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누계 수익도 1,500억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녹색, 영양, 기능성 동식물 제품은 식량 소비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바이오 

제품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보다 평균 30-50%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0-60%의 환경오염을 줄

인다. 미생물과 미생물의 구성 성분은 산업 폐기물 처리, 생태 체계 복구에 점진적으로 많이 응용

되고 있고, 바이오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소비 혁명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탄소순

환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 경제 모델도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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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동안 구미 등 선진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 경제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하면서 선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미국정부는「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에서 "21세

기 바이오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를 지지"하는 것을 과학기술의 중점 방향으로 정하였다. EU

는「지속적인 성장의 혁신 : 구미 바이오 경제」에서 바이오 경제를 유럽 2020 전략으로, 또한 

스마트 발전과 녹색 발전의 핵심 요소로 정하였다. 독일은「국가 바이오 경제 정책 전략」에서 바

이오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일의 글로벌 경

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미 등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에 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바

이오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벤처 캐피탈, 상장 융자, M&A과 구조조정 부문에서도 기록

을 경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과 인력을 기반으로 보스턴 유전자 시티, 

라인강 바이오 시티 등 현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바이오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은 자원, 시장, 인력의 우위와 경제규모의 우

위를 기반으로 바이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 차세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자 한

다. 

12차 5개년계획 이후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률은 15% 이상을 기록하였고 2015년의 산업 규모

는 3.5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일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비교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였고 수

출약품은 원재료 약품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약품으로 확대되었다. 중약 분야에서 중국이 제조한 

청호소(Artemisinin)는 자연과학 부문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첨단 의료

기기 분야에서 거둔 획기적인 성과들은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대폭 저감시켰다. 슈퍼벼의 

생산량은 무(亩, 1무=666.6667㎡)당 1,000kg을 돌파하여 세계 선진적인 수준에 달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제품 총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바이오 에너지가  석유화학 에너지를 대체하는 

양은  매년 3,300만 톤 표준석탄에 해당함으로써 세계 선진수준에 올랐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에는 수준이 높고 차별화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들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바이오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세계 선진 수준을 추월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과는  건강과 생태 등에 대한 대중들의 필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정책적인 문제점들이 있으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기존의 세계적인 판도를 바꾸는 기술 혁신은 아직도 미약하다. 따라서 중국이 바

이오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중국은 바이오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 규제를 철폐하며, 산업 응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여 대중들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성장을 위한 신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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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가. 지도 사상

시진핑 주석이 각종 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신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4가지 전면적" 이념에 근

거하여 전반적인 조치를 실시하며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향 등 "5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요구에 따라 바이오 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며 전략적인 투입을 확

대해야 한다. 또한 산업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생산, 생활, 생태 등의 영역에 바이오산업의 광범위

한 응용을 가속화하고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며 산업의 수준제고를 촉진하고 새로운 

핵심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나. 발전 원칙

혁신의 견인역할 강조. 산업혁신을 위한 기초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바이오산업 혁신 발전을 위

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하며 바이오 기술과 정보기술, 신에너지 기술, 신소재 기술 등 융합 혁신

을 촉진하고, 신제품, 신서비스, 신업종의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생 서비스 견지. 샤오캉(小康)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총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

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민생과 관련된 바이오 제품과 서비스의 대규모적인 응용

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빈부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심도 있는 개혁 추진. 공급측 개혁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장기간 제약해온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며 신기술, 신제품, 신모델이 적용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하며, 각 분야의 주체들이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개방협력 견지. "일대일로"의 국가 전략을 이행하고 글로벌적인 요소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배치

하며 의료기기, 바이오 서비스, 중의학 서비스 등 중점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우수한 로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다. 발전목표

혁신 능력 향상, 국제 경쟁력 지속 제고. 매출액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높여 

중점기업들은 10% 이상을 기록하고,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이 100억 위안을 

넘는 바이오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우위를 갖춘 바이오 기술과 제품들을 성공적

으로 국제 시장에 진입시키고,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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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지속 업그레이드. 바이오 기술 약품의 비중과 바이오 제조 화학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신규로 등록한 혁신형 바이오 업체도 많이 육성하고,  연간 매출이 100억 위안을 넘는 대

형 바이오기술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바이오경제 우위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지역, 차별화된 의약제품 수출시범구역을 형성해야 한다. 

응용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이익 향상.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해 유전자검사(임

신 전, 출산 전, 신생아 포함) 보급률을 출생 인구의 50% 이상으로 도달시키고, 사회적인 검사 

서비스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식량과 중요한 원재료 농산품의 생산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 또한 농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중

의학 재배가 맞춤형 빈곤 퇴치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져야 하고, 바이오 제품의 경제성을 10% 이상

으로 제고해야 하며 바이오 공정으로 화공 및 방직 산업 등 폐기물 배출을 30% 이상 줄여야 한다. 

바이오 에너지로 전기, 가스, 열 공급 연료를 대규모적으로 대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1억 톤 

줄여야 한다. 

산업 규모의 중고속 성장 유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향상.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규모를 

8-1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바이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로 끌어올려 국민 경제의 

주도산업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표] 1급 지표 및 2급 지표

1급 지표 2급 지표

혁신 능력 증강

중점 기업들이 매출액의 10% 이상을 R&D 사업에 투자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이 100억 위안을 넘는 바이오 기술 제품 육성

비고우위를 형성한 바이오 기술과 제품이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산업 구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바이오기술 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바이오 제조 화학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새로 등록한 혁신형 바이오 기술 업체의 수가 대폭 증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위안이 넘는 대형 바이오 기술 업체 20개 이상

바이오경제 우위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지역, 차별화된 약품 수출 시범구역 형성

사회효과 향상

유전자검사의 보급률이 출생인구의 50% 이상 차지

사회화 검사 서비스 대폭 성장
식량과 중요한 원재료 농산품 생산의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농

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바이오 제품의 경제성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바이오공법으로 화공, 방직 등 산업의 폐기

물 방출량을 30% 이상 줄임
바이오 에너지로 전기, 가스, 열 공급 연료를 대규모적으로 대체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억 

톤 줄임

산업 규모의 

중고속 성장 유지

산업 규모를 8-10억 위안 수준으로 향상 

바이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 이상 유지

많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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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영역의 새로운 발전 추진

가. 바이오 의약의 새로운 체계 구축

정밀의학 모델을 이용하여 약물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전자 기술과 세포 공정 등 

선진기술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를 기반으로 신약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약물의 품질을 높여 

임상용 약물과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까지 의학 산업의 매출을 4.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6%로 확대해야 한다.

 

1) 신약의 혁신과 산업화 가속화

임상용 약물의 수요에 따라 고속 시퀀싱, 유전자 교정, 마이크로유체기술(Microfluidics) 등 선

진기술을 기반으로 중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여 종양, 전염성 질환, 정신 질환, 만성병 등과 같은 

희소 질환 분야에서 약물의 원천적인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  혁신형 항체, 단백질 및 폴리펩티드

(polypeptide) 등 바이오 약품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치료용 백신(Therapeutic vaccines), 

RNA 인터페론(INF), 어댑터단백질(Adaptorprotein), 줄기세포, 키메라항원수용체(Chimera 

antigen receptor) T세포 면역 치료법(CAR-T) 등 바이오 치료용 제품을 발전시켜야 한다. 항체/

폴리페티드-소분자 연결, 바이오 대분자 순수화, 표적제제 등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하고 품질 제어와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선하며 첨단 약물의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중약 추출

물과 처방에 따라 조제한 중약 입자의 규범화된 발전을 추진하고 약재의 원천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과정 품질 추적시스템을 개선하며,  임상 가치와 과학적 가치가 높은 중약 신품종을 혁신적으로 

제조해야 한다.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시장전망이 좋은 해양 혁신 약물을 개발하고 해

양 바이오 의약의 업그레이드된 산업사슬을 구축해야 한다. 

2) 정밀의학 신모델의 발전 가속화

임상가치를 핵심으로 하여 치료 적응증과 신표적 검증, 임상전과 임상 실험, 제품 설계의 최적

화와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정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정보를 제공

하고, 약물의 정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개인의 게놈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단백체, 대사

체(Metabolome) 등 관련된 환경 정보와 결합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차원에 있는 바이오 정보 데

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며, 유전자 시퀀싱, 영상, 빅데이터 분석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출산 전 태아

의 희귀병에 대한 선택적인 검사, 종양, 유전성 질환 등에 대한 정밀한 예방, 진단과 치료를 진행

해야 한다. 특정 환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방안을 설계하여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물로 정확

한 조제량과 약물 루트를 사용하여 맞춤형 치료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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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

약물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화학 원재료의 녹색 제조와 청결한 생산을 가속화하고 화학 제너릭 

약품의 통일된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약품과 제제 제품의 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원재료 약물 수출에서 완제품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 중약기술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약의 품질을 높이고 산업사슬의 규모화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를 기반으로 중약 재료의 재배 양식을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고 중약 재료의 무공해 

재배와 종합적인 이용, 중약 품질의 원천 재료 검증, 중약 산업 선진 제조 기술, 중약 건강 제품 

제조 기술과 약재 찌꺼기 이용을 추진하며 중약 제품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높여야 한다.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재조합 단백질(Recombination Protein), 3세대 인슐린(insulin) 등 

첨단 기술의 바이오류 약품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국 내 환자들에 대한 약품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약물 결정 설비와 센서, 선진적인 분말공정 설비, 신형의 초임계유체추출(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과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설비, 신형의 고체 제제 생산과 온라인 검사 설

비와 자아제어 시스템, 고밀도 및 연속배양 바이오센서, 단백질 대규모 정화 설비 및 콜드체인 운

송시스템 등의 제약 장비를 개발하고 제약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세대교체를 가속화하며 장비의 

자동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포장 재료와 보조 재료의 품질을 

높여 산업의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 바이오 의학 공정 수준 향상

스마트, 네트워크 및 표준화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 신형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현

대화의 진료를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020년까지 바이오 의학 공정 산업의 연간 생

산액을 6,0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정보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심도 있는 융합을 통하여 스마트 

의료기기 제품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스마트 진료 생태체계

스마트 의료 설비, 소프트웨어, 부대 시스템과 전방위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하여 스마트 진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 표

준을 제정하여 데이터의 연결을 실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진료체계를 실현하여 빠르

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차별화된 치료와 체계적인 재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 의료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농촌 주민들의 원격 건강관리, 원격 진료, 원격 간호 등의 원격 진단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2) 고품질 설비 시장 점유율 향상

고품질 의학 영상, 선진 의료, 정밀 검사 설비 등 임상용 진료 의학 장비를 발전시켜 로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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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저수준의 악성 경쟁을 없애야 한다. 고품질 영상 진단 설비, 의학 영상 데이터베이스, 선진적

인 종양 치료 장비를 개발하고, 영상의 수술 전 평가와 수술 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개발하

며, 중의약의 원천적인 진료 및 재활 설비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핵심 부문과 핵심 기술의 

난관을 극복하고 비용이 낮고 사용하기 쉬운 높은 효율의 통합 시퀀싱 견본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술, 유전자 시퀀싱, 부대 소모 재료를 개발하고, 생명 과학의 신기술 발전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기와 시제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시스템의 가격 대비 성능을 높여 고품질 

의료 설비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이식 제품의 혁신 발전 추진

신소재 기술의 응용을 가속화하고 심장과, 골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임상 치료의 수요에 따라 

이식형 심실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ICD), 분해성 혈관받침대, 인공

판막(Heart Valve Prothesis), 골격 및 주변 신경 등의 복구 재료, 인공관절, 인공각막, 안내렌즈, 

인공와우(cochlearimplant) 등 이식용 의료 기기의 신제품 혁신과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기

관복구 등 신기술의 발전 수요에 따라 바이오 기술과 재료 기술의 융합을 추진하고 의학 바이오닉

스, 재활 의학과 조직 공정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적층제조(3D 프린팅) 이식 등 신제품의 응용

을 추진해야 한다. 

4) 빠르고 정확하며 편리한 검사 수단 제공

급성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등 중대 전염성 질환 및 외부감염 질환의 검사 수요에 따라 현장

의 빠른 검사를 실현하는 체외 진단  기기, 시제와 테스트지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당뇨병, 고뇨산혈증, 고지혈증 등 만성병에 대해선 편리하고 정확한 가정용 체외 진단 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특이성이 높은 분자진단, 바이오칩 등 신기술의 발전을 가속화

하여 종양, 유전성 질환 등 희귀성 질환의 빠르고 정확한 체외 진단 선택검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체인의 보조시설을 완비하여 정밀검사 기기, 시제와 스마트 진단기술을 발전시켜 제3자 검사 

센터의 발전과 설립을 뒷받침해야 한다. 

다. 바이오 농업의 산업화 발전 가속화

브랜드 구축을 핵심으로 기업 M&A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산출이 높고 안전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친환경적이며 고효율적인 현대농업의 녹색발전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종자산업, 바이

오 농약, 바이오 동물약품, 바이오 사료와 바이오 비료 등 신제품의 개발과 응용 방면에서 획기적

인 성과를 거두어 바이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2020년까지 바이오농업의 산업 가치를 

1조 위안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종자산업 상위 10위 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로컬기업 2개를 육성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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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종자 산업의 자주혁신 발전체계 구축

유전자 교정, 유전체 선발(Genomic selection,GS), 세포공정, 고에너지 이온 변이, 우주항공 

바이오공정 등 첨단 핵심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추진하고, 신소재의 혁신 제조와 육종 기기 소자의 

조립과 개조를 가속화하여 기존의 육종 노하우를 과학적이고 정밀한 육종 수단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품질과 생산량이 높고, 영양이 풍부하며, 안전하고, 자원이용이 효율이 높고 표준화 

생산에 부합되는 농업 동식물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시켜야 한다. 유전자변이 바이오 신제품의 

산업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바이오 종자산업의 자주 혁신 플랫폼을 

형성하여 핵심 경쟁력을 갖춘 "육종, 재배, 보급 일체화" 특징의 현대 바이오 육종 기업을 육성해 

농업 동식물 신품종의 산업화와 시장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2) 농업 생산의 녹색 발전 추진    

분자 표적의 병충해 정밀 예방, 식물 면역 유도, 동물 백신을 기반으로 분자 설계 신기술을 개발

하고 병충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녹색 농약과 동물약의 혁신 제조 기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벡터 유전자 공정 다가 백신을 개발하여 서로 다른 가축과 가금 예방에 사용

되는 바이오 치료 제제를 개발해야 한다. 유전자 공정 항체를 이용하여 동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순화하는 항체 제조 기술과 공법을 혁신하여 신형 동물 백신, 바이오 동물형 약품, 동물 역병 진단 

검사 제제, 식물에 사용되는 신농약 등 중대 제품을 제조하여 규모화 생산과 응용을 실현해야 한

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고효율적인 신형의 해양 바이오 기능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3) 동식물 영양 신제품 개발

기능분자의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분비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 가능한 항생제의 신형 녹

색 바이오 사료와 사료 첨가제 제품을 제조하고 산업화를 실현해야 한다. 미생물과 바이오 기능 

물질의 선별과 평가, 밀도와 함유량이 높은 발효와 스마트 제어, 신소재 부대 효과 향상 등 핵심 

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고효율적인 질소 고정 및 인 제거, 효과 증강, 신형 복합 및 전용 

특색의 녹색 고효율 바이오 비료 신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해양 유전자 자원을 심도 있게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루트를 발견해 바이오 농업에 있어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

다. 

라. 바이오 제조 규모화 응용 추진

바이오 제조 산업의 혁신 발전 능력을 높이고 바이오 기반 재료, 바이오 기반 화학품, 신형 발효 

제품 등의 규모화 생산과 응용을 추진하며 화공, 의약, 방직 산업, 식품 등 분야에서 녹색 바이오 

공법의 응용 시범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2020년까지 현대 바이오 제조 산업의 생산액을 1조 위안

으로 확대하고, 화학품의 총생산량에서 바이오 기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향상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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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단들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을 30%로 저하시켜 중국 경제 사회의 녹색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한다. 

1) 바이오 제조 산업의 혁신체계 구축 가속화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산업의 혁신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 원료 이용, 바이오 도구 혁신, 바이오 가공 과정과 장비 등 분야에서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 촉매제, 바이오 인공합성과 최적화 등의 기본 과학 문제를 해결하며, 인

공 생명체, 효소단백질 기기, 나노 바이오 장치, 유전자 교정, 분자식별과 바이오센서, 바이오닉 

제조(Bionic Manufacturing) 등 영역에서 세계적인 기술 혁신과 응용을 꾀해야 한다. 특히 이산

화탄소 등 탄소화합물의 바이오 전화, 알켄의 바이오 제조, 천연 화합물의 이질 합성, 바이오 기반 

재료의 규모 제조 등 방면에서 핵심기술과 공법 방면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바이오 제조 산업

의 자주 혁신 능력, 산업 지탱 능력, 새로운 성장점 육성 능력 등을 육성해 산업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혁신형 산업화 건설을 가속화 해야 한다. 

2) 바이오 기반 제품의 경제성과 시장 경쟁력 향상

새로운 바이오 도구의 제조와 응용을 핵심으로 원재료 화공 제품, 화공 축합 재료, 원재료 발효 

제품 등 바이오 제조 핵심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유기산, 화공 알코올, 알켄, 알칸,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 

아민 등 기초 화공제품의 바이오 제조 루트를 구축하고 석유 루트의 우위를 취하며 바이오를 응용

한 규모화 생산을 실현해야 한다. 화공 축합 재료의 폴리알코올(polyalcohol), 수산기 유산기, 비

가바트린(Vigabatrin) 등 바이오 제조와 축합 개조 기술 등의 발전과 응용을 추진하고 바이오 기

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바이오 나일론, 바이오 고무, 미생

물 다당, 해양 재료 등의 규모화 생산과 시범 응용을 추진하여 바이오 기반재료의 체인화·집중

화·규모화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아미노산, 비타민 등 원재료 발효 제품 산업의 자주적인 혁신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려 산업의 선순환을 이루고 첨단화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3) 바이오 제조 공법의 친환경화 추진

바이오 촉매제의 발전과 공정화 응용을 핵심으로 고효율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전환체계를 구축

하고, 산업 발효와 효소 단백질의 촉매 효율, 산업 응용 속성을 대폭 끌어올려 생산 비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 스테로이드호르몬(Steroidhormone), 비천연성 아미노산, 키랄성 화합물(chiral 

compounds), 특수 아미노산, 희소 당알코올, 당펩티드 등 바이오 촉매 합성 루트를 구축하고 규

모화 생산과 응용 시범을 추진하여 화학 원재료 약품, 식품 첨가제, 농약 중간물, 바이오 유화제 

등 화공 중간물의 안전하고 청결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실현해야 한다. 바이오 합성, 바이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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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바이오 채광, 바이오 제지 등 녹색 바이오 공법의 핵심 기술과 장비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화공, 의약, 농업, 방직 산업, 에너지, 생태환경 등 분야에 녹색 바이오 공법의 전면적인 

도입과 시범 응용을 추진하여 바이오 에너지 소모, 산업 고체 폐기물 생산과 환경오염의 배출을 

대폭 줄여 생태안전, 녹색 저탄소, 순환형 발전의 바이오 응용 산업체계를 잠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마. 바이오 에너지 혁신발전 모델 구축 

에너지 생산, 소비 혁명과 대기 오염 관리에 있어서의 중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바이오 에너지의 

발전 모델을 혁신하고 바이오 에너지의 응용 공간을 확대하며 바이오 에너지의 산업 발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까지 바이오 에너지로 석유화학 에너지를 대체하는 규모를 5,600만 톤의 

표준 석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기, 가스, 열, 연료 공급 분야에서 규모화 응용을 실현해야 한

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 기술과 핵심 장비 기술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견인하여 비교적 성

숙된 상업화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1) 바이오매스의 규모화 발전을 통해 석탄연료 대체

긴 수명 및 절전형 바이오매스 연료 설비,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공급 보일러, 분포식 바이오매

스 열병합발전(Cogeneration) 등 핵심기술과 설비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기환경 

관리, 도농 난방, 산업 열에너지 수요와 결합하여 바이오매스로 석탄을 대체하여 열에너지 중앙 

공급 공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중앙 공급과 바이오매스 열-전기 병행발전

을 촉진해야 한다. 분포식 바이오매스 연료를 발전시키고 열에너지 공급 기술에 있어서 바이오매

스 에너지와 지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 등 기타 신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에너지가 서로 보완하는 분포식 열에너지 공급 신 모델을 모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2) 집중식 바이오매스 가스로 농민에게 혜택 제공 

에너지 사용방식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대형 바이오매스 가스 중앙 공급 원재료 처리, 고효

율 메탄가스 무산소 발효, 바이오가스 정화 압축 밀봉 및 분배용 기술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

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원칙에 따라 적합한 지역에 

집중식 바이오가스 응용시범공정을 추진하고, 다원화 협동 및 전문적인 생산의 시장화 발전 모델

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여러 제품의 종합적인 이용을 격려하여 농업 생산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깨끗한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도농지역의 생활과 생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3) 선진적인 바이오매스 액체연료의 산업화 추진

고효율 저비용 비식량 바이오매스 액체연료의 원재료 생산과 처리 그리고 제조과정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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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장애물을 중점적으로 돌파하고, 만 톤급에 달하는 바이오매스 액체연료를 제조하며, 다

양한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종합 시범 공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매스 액체연료와 석

유 화공제품 대체품의 규모화 생산, 그리고 바이오매스 종합이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원재료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폐기유 자원과 비식용유 재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여 바이오 

경유를 발전시켜야 한다. 섬유소를 이용하여 에탄올(Ethanol), 부틸알코올(Butanol) 등 연료 생

산 시범을 추진하고 해조유(algae oil), 섬유소 바이오 경유, 바이오 우주항공 연료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 강도를 높이며 산업화 시범과 시장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바. 바이오 친환경 기술의 응용 촉진 

국가 생태문명 건설의 수요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바이오 복구, 폐기물 자원화 이용에 필요한 

고효율의 바이오 세균제와 바이제제, 고효율 및 저소모의 바이오공법과 장비, 바이오 기반 최적화 

조합 기술의 집적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2020년까지 바이오 친환경 산업의 부가가치를 2,000억 

위안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1) 바이오 기술을 혁신하여 수질오염 정비 

생활오수, 농업 양식 폐수, 산업 폐수에 대한 고효율 및 저소모의 생태관리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바이오기술을 이용해 탄소, 질소, 인(P), 황(S), 중금속 등 오염물의 예방과 자원화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오(폐)수, 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바이오 친환경 기술과 공법 장비의 세트

화, 계열화, 표준화 및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2) 오염된 토양의 바이오 복구 신기술 발전

오염된 토양의 식물-미생물 공동 복구 기술, 중금속 오염 토양의 바이오 고착화 및 바이오 복구 

기술, 토양 속 농업용 화학품 잔해물의 바이오 감소(해소) 기술, 중약재 생산용지 연작 장애물의 

바이오 해소 기술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적인 시범과 응용의 보급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토양의 복합적인 오염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여 토양 환경의 품질을 개선하고 

복구해야 한다. 

3) 휘발성 오염물질의 바이오 전환 가속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응해 석유, 화공, 의약 등 산업의 유독 

및 유해 폐기에 대한 바이오 및 화학 집적 관리 기술, 탄소를 함유한 산업 폐기에 대한 바이오 전환 

이용 기술, 그리고 오수처리장 등 일상생활 폐기물의 바이오 탈황 및 탈질소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법체계 및 제품의 규모화 응용과 기술적 보급을 가속화하여 공기 청정화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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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오염 바이오 모니터링 신기술 발전

유독 및 유해 오염물질과 영구성 유기오염의 바이오 선별과 모니터링 기술 및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염성 바이오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하고 관련 설비를 개발하며 바이오 검사 

기술의 표준화와 보편화를 촉진해야 한다. 

사. 바이오 서비스의 새로운 산업 육성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효율과 자원 이용률 향상의 내재적 수요를 지향해 바이오 서비스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2020년까지 바이오 서비스산업 분야

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일부 원천혁신 의약과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1) 전문적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

표준화된 유전자검사, 유전자 데이터 분석, 액체 생체 검사(LiquidBiopsy), 중약검사 등 전문적

이고 독립적인 제3자 서비스 기관을 운영해 바이오산업의 각 분야에서 검사와 진단의 신흥 기술의 

응용 및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 규범에 부합되는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면역 치료 등 전문

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여 신형의 치료기술의 응용과 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유전자 합

성, 유전자 교정 등 전문적인 첨단 기술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여 신형의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전문화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 

2) 전문화의 분업 수준 향상

"대중창업, 만중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과학연구인력의 가상 연구개발 기업 설립을 격려하

여 혁신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연구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업들의 위탁 아웃소싱을  격려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이용해야 한다. 국제 표준에 적합하는 중개의학, 임상시험수탁(CRO), 위탁제조(CMO), 제3자 검

사,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악성 종양과 중대한 전염 질환 등 분야에서 일부 

국제 혁신 약물을 개발해야 한다. 바이오 제품 검사 평가 인증기관을 발전시켜 약품, 의료기기, 

종자산업, 바이오 에너지 등 바이오 제품의 향상에 필요한 검사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의 

상장을 가속화하고 품질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4. 국민들에 혜택이 되는 새로운 응용사업 확대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대한 수요를 지향해 바이오산업 국민혜택 공정, 

유전자검사, 세포치료, 고성능 영상 설비, 바이오 기반재료, 바이오 에너지, 중약 표준화 등 신흥 



정책동향                                         중국 바이오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

 13

기술의 응용을 보편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가. 유전자 기술 서비스 센터 설립

유전자 기술의 보편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강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의 질병 예방과 치료 보장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자격

을 갖춘 의료 기관과 혁신 능력이 비교적 강한 연구개발 기관, 그리고 선진적인 생산업체를 토대로 

각 성마다 최소 한곳의 유전자 기술 응용시범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 능력이 강하고 광범위한 유

전자 기술 응용시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전자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 기술 응용 시범 센터는 고속 유전자 시퀀싱, 질량 분석기, 의료 영상, 유전

자 교정, 바이오 합성 등 기술을 위주로 결함이 있는 유전자 선별 및 진료, 종양 조기 선별 및 약물

복용 지도, 전염병과 병원미생물(pathogenic microorganisms) 검사, 신생아 유전자 신분증 응용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중국 유전자 기술 서비스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하고 맞춤형 의료

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나. 맞춤형 면역 세포 치료기술 응용시범센터 구축

악성 종양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 혁신능력이 

강한 연구개발 기관과 선진 생산 업체 간 협력을 유도하고, 자주적 연구개발을 위주로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소화하여 면역 세포 치료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포 

치료의 신기술 개발, 세포 치료 생산 공법 연구개발, 바이러스 벡터(Vector) 생산 공법 연구개발, 

바이오 벡터 GMP 생산, 세포치료 cGMP 생산, 셀뱅크(cell bank) 구축 등의 사업이 통합된 면역 

세포 치료 기술 개발과 제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합리적인 분포를 통하여 의료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기관에 고품질의 세포 치료 제품을 제공하며, 급성 B세포 백혈병과 림파종

양과 같은 악성 종양과 비인두 암종과 간암과 같은 중국의 특유 및 다발성 질환 분야에서 면역 

세포 치료기술의 응용 시범과 보편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맞춤형의 면역 세포 치료의 표준화와 규

범화를 추진하고 악성 종양의 생존율과 생존주기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임상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며 의료 원가를 낮추는 등 중국의 면역세포 치료 분야 수준을 세계 선진수준

에 도달시켜야 한다. 

다. 제3자 영상 시범 센터 설립

혁신 의료 기기의 응용과 보편화를 추진하고 의료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에 여건이 마련된 현급 이상의 지역에 선진 영상 설비 생산 업체, 의료 기관과 사회 자본이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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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의 의료 기관과 다른 독립적인 제3자 영상 시범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상응한 영상 

설비,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 인력과 원격 의료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협동의 원격 영상 진

단, 제3자 영상 진단, 영상 회진과 교육 훈련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전 지역을 아우르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진단능력이 강한 영상 시범 센터를 형성해야 한다. 제3자 영상 시범 센터는 지역 

내 모든 의료 기관에 영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 진단 수준을 끌어올리며 환자의 중복 검사

를 피하고 혁신적인 영상 진단의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하여 중국 의료보건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고 서비스 보급률, 서비스 능력과 서비스 자원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라. 바이오 기반재료 제품의 응용시범공정 추진

중국 바이오 기반재료 산업의 능력과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플라스틱과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과 자원의 과도한 소모를 줄이고 순환경제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경제와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의 산업 클러스터, 산업의 선진 생산업체, 혁신 연구개발 

기관 등을 기반으로 전국에 바이오 기반 재료 제품 응용을 위한 시범공정을 시행해야 한다. 중국 

내 30개 이상의 지역과 중점 영역에서 바이오 기반 일용소비재, 농업용 비닐막, 포장재료, 방직업 

화학섬유 등의 응용시범과 혁신능력 육성사업을 추진해 바이오 기반 재료 산업의 혁신과 규모화 

발전, 그리고 산업체인의 조화로운 발전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제품의 생산비용을 대폭 줄

이며 제품의 응용성능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에 대한 

평가와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 기반 재료 제품의 시장과 정책환경의 규모화 및 과학적 건설

을 추진해야 한다. 13차 5개년계획 기간 말 바이오 기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바이오 기반 폴리우레탄 발포체(polyurethane foam), 바이오 기반 나일론, 바이

오 기반 가소제의 생산량을 15만 톤, 20만 톤, 5만 톤, 20만 톤으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 또한 

10개 도시에 시범응용을 추진해 석유 기반의 일용 비닐 제품을 50% 가량 대체하고, 바이오 기반의 

농업용 비닐막을 10만 무(畝, 1무는 666.67m2) 이상 보급하며, 바이오 기반의 섬유 신제품을 개발

해야 한다. 바이오 기반 재료 산업은 녹색과 저탄소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어 중국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마. 바이오 에너지 신기술 국민혜택 공정 시행

신형의 도농(도시농촌) 면모로 인한 도농 에너지 사용방식의 변혁, 대기오염 관리로 인한 석탄

연료 대체의 중대한 수요에 맞서 기존의 바이오 에너지 개발 이용 모델을 바꾸고 고효율 및 저비용

의 바이오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해 바이오매스로 석탄연료의 중앙 열에너지 및 가스 공급을 대체

해야 한다. 이로써 주민들의 생활용 에너지의 청결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태환경을 개선

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석탄연료의 열에너지 공급 개조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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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거나 농촌 혹은 산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바이오매스 연료 보일러의 열에너지 

공급과 열병합발전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석탄연료의 사용을 대체하여 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규모화 바이오 가스의 시범공정을 추진하고 운영메커니즘의 혁신을 통해 지속적이

고 복제 가능하며 보편화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산업화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 

가스를 천연가스 시장메커니즘에 도입하여 바이오 가스의 규모화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2020년

까지 시행지역의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공급은 500만 톤 표준 석탄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천연가스

의 연간 이용규모를 50억 제곱미터로 확대해야 한다. 

바. 중약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혜택 공정 추진

고품질의 중약제품과 건강 제품에 대한 사회의 광범위한 수요에 따라 중약 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양질의 중약재료 생태 재배와 양식을 전격 발전시켜 중약재료의 종자번식기지와 규범화

된 재배기지를 형성해야 한다. 전국 중약 자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중약의 재배로부터 환

자에게 복용되기까지의 산업 전반 과정에서 품질 제어체계를 구축하여 중약 생산의 전반 과정 추

적을 실현하여 대중에게 품질이 보장된 안전한 중약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표준으로 중약 산업의 품질과 효과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중약 산업제조의 전형과 업그레이드

를 실현하며 중약 산업 설비의 표준화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약 제약, 중약 가공 

포제, 의료기관이 사용한 현대와 전통을 결합한 기술과 시리즈 설비를 연구개발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획기적인 발전전망을 갖춘 명성이 높은 중약 제제의 전형적인 품종과 사회 수요에 적합한 

명성이 높은 중약 보건 제품을 혁신하고 육성하며, 명성이 높고 품질이 좋으며 기술력이 보장된 

현대 중약 기업과 규범화된 중의약 양생 보건 시범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2020년까지 중약 보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중의약 보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5. 혁신 발전 플랫폼 구축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감제고지 선점을 목표로 삼아 혁신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 국가 바이오산업 

기지를 핵심으로 기반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산업 발전에 있어 질적인 향상과 

수익 및 효과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 바이오산업이 혁신에 의존해 발전해야 한다. 

가. 혁신 기반 플랫폼

1) 선진적 기술의 셀뱅크 구축

기존의 셀뱅크를 기초로 바이오 자원의 견본뱅크, 바이오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 자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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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체화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한 산업 응용 가치를 가지고 과학연구 분야의 첨단수준을 보여주

는 국가 정밀 견본뱅크와 실시간 파노라믹 생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고속 대량, 저비용, 

표준화" 특징의 바이오 견본과 데이터 저장, 관리, 인증 및 기초 응용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표준과 

업계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정보자원 연구개발의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연맹체계

로 국제 권위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교환과 데이터 공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최

소 10만 건 이상의 중국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중국 표적 약물 정보 지식베이스를 포함한 질병 

관련 독립적인 유전자 정보 응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질병 유전자 데이

터베이스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세계 선진수준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 유전자 자원 저장고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2) 중약 표준물질 및 품질 정보베이스 개선

기존의 중약 실물 베이스에 중약 자원과 품질 일체화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정보의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약을 포함한 실물 약재를 수집하여 시스템 감정을 진행하고 약재품질과 품질

정보를 규범화해야 한다. 상용 중약과 중약 추출물에 관해서는 생산과정과 포제기술을 포함한 실

물제품을 기반으로 수집하고 전반 과정의 품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조 혹은 표준물질 

베이스를 구축하여 약품의 품질을 규범화하고 중약 포제 정수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표준 혹은 대

조 물질을 제공해야 한다. 중약 제품 표준에서 화학 성분 대조제품의 제조, 공급, 표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하면서 중약 제제의 대표적인 품종의 각종 제형

(Dosage Form) 완제품을 위한 대조 및 표준물질을 제공하여 품질-생산과정-제형(Dosage Form) 

품질의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중약 제제의 대표적인 품종 품질과 품질 평가 서비스의 일치성을 

실현하고 중약의 표준화와 국제화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3) 높은 등급의 바이오 안전 실험실 체계 개선

높은 등급의 바이오 안전 실험실 체계 설립 계획을 이행하고 인구 건강, 동물 위생, 검사 검역, 

생태환경 등 4대 안전 영역을 지향하며, 미생물 세균 저장, 과학연구, 상용화 등 3대 주체 기능을 

발휘해 열성, 돌발, 외부, 열대 전염질환 병원체에 대한 모니터링 경고, 검사, 살사, 예방, 치료 

5대 수요를 중심으로 "통합적 분배, 네트워크화 운행, 비상사태 우선 처리, 과학적 관리" 원칙에 

따라 4급 바이오 안전 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존의 3급 실험실을 충분히 이용하는 기초위에 새로운 

3급 실험실(이동식 3급 실험실 포함)을 설립하여 각 성마다 최소 한곳의 3급 실험실을 확보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4급 실험실과 공익성 3급 실험실을 주요 구성부분으로 하고, 기타 

비공익성 3급 실험실과 바이오 안전 예방 및 보호 시설을 흡수하여 높은 등급의 바이오 안전 실험

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열성 및 중대 전염 질환에 대한 예방제어, 바이오 예방제어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바이오안전 과학기술의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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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백질 소자 자원베이스 구축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바이오 촉매제 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대량, 자동화, 모

듈화 및 스마트화 단백질 소자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단백질 선별, 발굴, 설계, 개조, 평가, 정보 

수집, 저장, 추출 등 과정의 고속 및 자동화 기술체계를 기반으로 촉매 효소, 기능 단백질, 구조 

단백질 등 단백질 소자 자원베이스를 구축하여 10만 건 이상의 소자를 저장해야 한다. 단백질 소자

의 디지털화 특징, 빅데이터 수집, 신효소 설계, 스마트 검색, 표준화, 기능 모듈화 체계를 기반으

로 단백질 소자의 가상 자원베이스를 구축하여 소자 100건 이상을 저장해야 한다. 단백질 소자베

이스의 데이터 개방 공유, 특허 응용 서비스 등 메커니즘의 혁신을 추진하고 데이터 모델링, 맞춤

형 합성과 표준화 조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화공, 재료, 의약 등 산업

에서 바이오 촉매제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해주고 바이오산업이 빠르고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5) 바이오산업 표준물질베이스 구축

중국 바이오산업의 품질제어와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적 가능한 정밀 검사 기술과 

표준물질을 구축하고 핵산, 단백질, 세포, 미생물 등 핵심적인 검사 능력과 추적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항체, 면역, 단백질, 핵산, 줄기세포, 미생물의 품질 제어를 위한 

추적조사 계량과 표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형의 체외 진단 검사기기의 교정, 바

이오매스 품질 검사, 바이오 견본베이스에서 견본의 평가와 품질 제어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에 대

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정밀의학에서 희귀병, 유전병 등과 같이 유전자 시퀀싱을 기반으

로 하는 빅데이터 품질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바이오 계량과 품질 제어 표준의 혁신 기반을 다져야 

한다.

나. 전환 응용 플랫폼

1) 항체 연결 약물의 일체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항체 연결 약물의 산업화 과정에서 연결체인 구축, 연결 반응, 제제 등 핵심 고리의 기술, 환경, 

검사, 품질 제어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자금이 대량 투입되는 상황에서 능력을 갖춘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및 생산서비스 기업을 기반으로 세계선진수준의 항체 연결 약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일체

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조합 항체 제조, 화학약물과 항체의 연결 반응, 항체 연결 약물의 

제제와 품질 제어 등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항체 연결 약물의 안전성화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 내 제약업체들의 항체 연결 기술 R&D 사업을 유도하고 국제 선두 경쟁업체를 추월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중국 바이오 제약의 실력과 위상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항체 연결 약물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며 중국 내외 환자들이 효과적이고 저렴한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효과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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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영상 정보베이스 네트워크 구축

영상 정보의 생산, 저장, 전송, 공유, 진단 등 과정의 "정보 공유 부재, 표준 통일 부재, 저장시

간이 짧고 스마트화 수준이 낮은" 등 문제에 대응해 통일된 의료 영상 데이터 채집 표준을 구축해

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료 영상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의료 기관의 질병 영상 데이

터를 통합하여 영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성 

질병의 의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대부분 질병을 커버하는 의료 영상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영상 정보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기관 사이의 영상 

데이터 상호 인증을 촉진하고 환자의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일 수 있다. 고품질 의료 영상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병 영상 진단 표준을 구축하고 영상 진단의 질적인 향상을 실현하고 오진율

을 줄이며 서로 다른 의료기관 혹은 서로 다른 지역 사이의 영상 진단 수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로써 의료 영상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 스마트 진단 기술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농작물 분자 육종 플랫폼 구축

중국 분자육종 기술의 응용을 촉진하고 농작물의 육종 효율과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

존의 일반적인 육종 방식을 현대화 정밀 분자육종으로 전환시키고 분자육종 핵심의 농업 종산산업 

기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체 유전체 선택, 유전자 교정, 우주항공 바이오공정 등 분자육

종의 핵심기술과 장비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 현대 분자육종 혁신플랫폼을 형성하고, 

주요 농작물 품종의 고속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SNP) 칩 분자 검사

와 유전형 분석(Genotyping), 주요 생태 유형의 농작물 육종 재료와 경작지 표현형 정보 수집시스

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종자 산업 업체, 교육 기관, 품종 및 시장 관리 감독기관 등에 기술 서비

스를 제공해 바이오 종자 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다. 검사 서비스 플랫폼

1) 복제약(Generic Drug) 통일 평가 플랫폼 구축

복제약이 표준물질 소스를 찾기 어렵고 임상 평가 자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 대응해 제품의 

원료, 불순물, 기존 연구 제제 등 방면에서 표준물질과 특징 관련 데이터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10개 비임상 기관 시범기지에 전문적인 바이오 효과성 평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 

규범에 부합한 바이오 견본 분석 실험실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국제 수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관리프로세스를 배치하며, 시범 대상자들의 임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표준·규범적

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진과 엄격한 임상실험 표준조작 훈련을 거친 연구 

인력을 배치하여 시범 대상자들의 바이오 효과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제3자 윤리위원회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중국 복제약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복제약 보급률을 향상시키며, 복제약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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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약품의 품질 및 안전 검사를 위한 기술 혁신 플랫폼 구축

중국은 바이오 약품의 품질 및 안전 검사 기술이 낙후하고 검사 수단이 부족하며 검사표준이 

완비되지 않은 등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주체로 바이오 약품의 품질 및 안전 검사 

기술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자생물학과 생물정보학 등 선진적인 바이오기술을 이용해 바이러

스 및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등 오염물의 혁신적인 검사방법을 개발해서 기존 검사방법의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검사주기를 단축하며 검사비용을 줄여야 한다. 재조합 단일클론항체, 혈장 

파생산물, 백신 등 복합 바이오 제품의 품질 수준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바

이오안전 감독관리 정책을 시행하며 각종 바이오 수입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해

야 한다. 

3) 농산품 안전 품질 검사 플랫폼 구축

중국은 농산품 생산, 유통, 수출입 절차의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스

마트하며 경제적인 농산품 품질 및 안전 검사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속한 검사 기술 및 제품

을 개발하며, 신형의 바이오 식별 재료와 현대 분자바이오 방법에 의존한 안전하고 빠른 농산물 

정밀 검사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특이성이 강하거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제품 및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같은 바이오 효과의 동질 선택검사 기술 및 제품과 신형의 오염물질 선택검사 기술 

및 제품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농산품 품질 및 안전 평가 기술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농산품 품질 

안전 빅데이터 분석 능력과 감독 관리 능력을 끌어올리고 원재료 및 양질의 농산품 생산 가공 산업

의 빠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4) 바이오매스 에너지 검사 및 모니터링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국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제품 및 관련 제품 산업의 검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의 공공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산업의 표준화 및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제품의 표준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검사 및 산업 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 온라인 모니터링 플랫폼, 공공 서비스 플랫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제품의 검사를 위한 공공실험실을 설립하고, 검사 모니터링 기관의 자격 인증

과 실험실 허가 등을 통하여 검사를 위한 공공 서비스 체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모델을 기반으로 바이오매스 자원, 설비와 제품 검사 및 산업 모니터링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비 운행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제품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새로운 규정제도 구축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적 장애물을 겨냥해 산업 접근, 시장응용과 시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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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분아에서 중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체제 구축에 박차

를 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고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없애며 산업 혁

신과 창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가. 시장 접근 정책

약품 의료기기 평가 및 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평가인력그룹의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해 국제적으로 평가 및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학자들을 초빙하고 정부구매에 대한 평가 

서비스 강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수리하고 평가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급과잉과 저수준의 중복된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또한 임상에

서 긴히 필요한 혁신 약물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혁신 제품과 희귀질환용 

약물에 대한 우선 평가와 신속한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약품 출시 특허 보유자 제도의 

시범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의료 기관 간 검사 결과 상호 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유전자 이식 제품 산업의 접근 관련 관리를 개선하고 유전자변이 농작물의 보급재배와 출시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농산품 수입세 관리 잠정방법」을 개정하고 국영 무역 쿼터와 비국영 무

역 쿼터를 없애 바이오업체들의 원료 소스에 공평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 가격 의료보험 정책

정부의 조절과 시장의 조절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의료보험, 구

매의 정책적 연결을 강화하며, 시장경쟁이 불충분한 약품에 대한 가격 관리를 강화하여 약품 시장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가격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조절과 

개방 결합 및 정책의 연동성을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또한 분류

관리, 동적 조정, 다자 참여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대형 의료 설비의 검사 가격을 낮추

며 의료진의 기술적 노동 가격을 구현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의료 서비스

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의료보험펀드의 수용능력에 따라 여건에 부합되고 임상에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가격이 합리하고 독자 지재권을 보유한 약품과 의료기기와 

진료항목을 적시에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혁신기술과 적합기술 연결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규 의료 서비스 항목을 적시에 수리하며 신형 임상기술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다양한 방식의 

질병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상업 건강 보험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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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 구매 정책

제품 시장의 분할과 지방의 보호를 타파하여 정부구매 목록에서 혁신약품과 신형  의료기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공개적인 입찰 구매제도를 개혁하고 약품과 소모품의 구매에 있어서 의료기

관의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여 자주 구매 혹은 단체구매를 허가하고, 약품 공개 입찰 구매를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약품과 고부가가치 의료 소모품의 구매 코드 표준화를 추진

해야 한다.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배정표준을 제정하고, 재정 자금으로 표준을 초과한 고급설

비를 비합리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정부구매법」의 규정에 따라 국산 제

품이 요구에 부합되면 원칙적으로 국산 제품을 구매해서 국립 의료 기관의 국산 설비 배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재활용 에너지법」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여 기술 표준에 적합하는 

바이오매스 가스, 열에너지 및 연료를 가스, 열에너지 및 석유 판매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산업 관리 정책

의약 제품 출시 후 불량사건 모니터링, 리콜 및 퇴출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업체의 "녹색 통로"와 

신용 불량 업체의 "블랙 리스트"를 구축하여 신용 불량 업체에 대한 공동 징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신판 GMP 추진을 계기로 삼아 약품 생산의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약품 공급 보장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임상 연구의 규범화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국인 유전자 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바이오 유전자원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바이오 유전자원의 취득, 이

용, 수익 활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유전자변이 제품의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바이오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작물 유전자원 관리방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여 우위를 갖춘 종자산업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친환경 관련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산업의 친환경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대시설의 건설을 강화하여 친환경 표준에 달하도록 한다. 

7. 요소로 지탱의 새로운 루트 개척 

자원의 최적화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과 정부의 지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바이

오산업의 발전에 자금, 인력 등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가. 재정투입 확대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과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 중앙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국가 과학기술 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체계에 포함시켜 중앙재정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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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예산 등 루트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초의 중대 기술 장비에 대한 보험 보상 제

도의 시범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건에 부합되는 국산 의료 설비의 응용을 지원해야 한다. 

바이오 제조 제품 구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바이오 제조 제품의 재정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각 지역의 바이오 가스, 액체연료, 열에너지 생산 관련 재정 보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나. 세수 지원 개선

현대 바이오산업이 투입과 리스크가 많고 수익성이 높으며 주기가 긴 특징에 근거하여 국가 세

수 개혁 방향과 결합하여 연구개발 비용의 추가공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속화, 첨단 신기술 

업체, 선진적인 기술 서비스 업체의 소득세 혜택  정책 및 의약제품 관련 세수 혜택 정책을 시행해

야 한다. 

다. 혁신 금융서비스

산업 투자기금, 창업 투자 기금, 특별 건설 기금 등을 이용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해

야 한다. 또한 상업보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중고급 의약 제품의 소비를 이끌어야 한다. 융자 임

대, 담보저당, 투자보험(리스크 보상) 등 혁신형 금융 지원방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규정 범위에서 AIIB, 실크로드 기금, 중국투자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 등 투융

자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무역과 M&A를 추진해야 

한다. 

라. 인재 육성

인재육성 모델을 혁신하고 인재육성 능력을 강화하며 다차원적인 인재 육성 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바이오 분야의 기업 경영 관리 인재, 원천적 혁신 인재, 공정기술 인재 등 여러 분야의 인재

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천인계획" 등 우수인재 유치프로그램을 통해 중국내외 우수한 산업 

인재와 기술 연구진을 유치하여 중국에서 창업하고 혁신하도록 해야 한다. 대형 바이오 기술 업체

들을 유도하여 박사후 과정 연구실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술형 

인재를 공동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연구기지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완비된 기술과 기능 등 요소를 갖춘 수익 배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주식 등 형식으로 

인재들의 적극성과 창의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핵심으로 다양한 형

식의 바이오기술기업 경영관리인재 교육훈련을 진행하여 선두주자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바이오

산업 분야 인재들이 중서부 지역에서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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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동발전의 새로운 국면 형성 

부처 간 연결, 산업 간 협동,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내외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여 산업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가. 통일적 조율 강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구체화시켜 바이오산업 발전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연례 계획과 중대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관리감독 부처, 산업 협회, 산업 연맹 및 기업 간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정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효율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해

야 한다. 각 지역은 현지의 비교우위와 산업 발전의 실정에 근거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의 포지션을 

과학적으로 확정하여 상응한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바이산업의 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이로써 산업 분포의 최적화 배치를 실현하고 산업체인의 분업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한다. 

나. 산업 조직 발전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발전의 전략적인 수요를 지향해 서비스업체를 위한 공익 조직을 

발전시켜야 한다. 유전자검사, 세포치료,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산업 연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과도 기술, 경제,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방

면에서 협력을 추진하며, 산업 표준, 국가 표준 및 국제 표준 제정사업을 추진하고 제품 인증 및 

품질 검사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산업 정책 관련 제안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산업 내 기업과 관리감독 부처의 긴밀한 연결과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바이오기술업체의 해외 진

출을 위한 컨소시움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식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외 

관련 단체와 기업과의 연결과 교류를 촉진해 중국 바이오산업의 이익과 이미지를 수호하고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 산업고지 구축

기존의 바이오산업기지, 산업단지와 클러스터에 의존하여 바이오경제 클러스터의 설립을 중점

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재, 기술, 자금이 우위 지역에 집중되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의 차별화 

발전과 클러스터화 발전을 유도하고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바이오산업기지

에 대한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오산업기지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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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여건이 마련된 지역에서 솔선으로 바이오제품 응용시범을 진행하도

록 해야 한다. 

라. 국제협력 강화

기업들이 중국내외 시장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글로벌 혁신요소와 혁신자원의 통

합을 가속화해야 한다.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에서 국제 생산능력의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하여 중국 내 우위를 갖춘 생산능력의 해외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종자산업, 유전자검사 등 우위 

제품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산업이 국제시장을 선점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

제시장(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중약의 영향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바이

오 기술 기업들의 해외인수, 주식투자, 창업투자를 추진하여 해외 연구개발 센터, 생산기지, 판매

거점과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신제품, 핵심기술, 생산허가와 판매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이로써 

국제시장을 신속히 개척하고 국제 영향력을 지닌 유명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공공위생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게 유도해야 한다. 관련된 국제 표준의 제정과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산업 표준, 관리 규제와 지적 재산권의 발언권을  확보하도

록 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부대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해외 기업 유치의 강도를 높여 다국

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센터, 생산 센터와 구매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가공제

조 중심의 기존 산업을 연구개발 설계, 시장 판매, 브랜드 육성 등 고부가치 중심의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 혁신 창업 촉진

지적재산권 정책과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

병을 장려해야 한다. 창업 훈련을 강화하고 바이오 과학기술 인재들의 창업을 장려하며 전체 혁신

체인을 아우르는 바이오 과학기술 혁신 창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하여 설비, 인력, 기술, 자금 등 

전문적인 서비스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선두주자업체, 대학, 연구소에서 전문적인 바이오산

업 메이커공간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여건이 갖추어진 지방에서는 바이오산업 창업기지를 구축

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三五”生物产业发展规划》的通知

http://www.sdpc.gov.cn/zcfb/zcfbghwb/201701/t20170112_83492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