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개요

시 간 내 용 비 고

18:00 ~ 18:05 인천시 소개 중문 동영상

18:05 ~ 18:10 주요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

18:10 ~ 18:15 환영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18:15 ~ 18:20 기념촬영 VIP 주요인사

18:20 ~ 18:30 건배사 

18:30 ~ 20:00 한중 공연 및 만찬 (교류회)
퓨전국악걸그룹 “미인”
在韓중국화성(華星)공연단

20:00 폐회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09:40 주요 참석인사 소개 사회자

09:40 ~ 09:45 개회 및 환영사 박남춘 인천시장

09:45 ~ 09:55

축사 1 이용범 시의회의장

축사 2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축사 3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09:55 ~ 10:00 추진경과보고 중국정책기획팀장

10:00 ~ 10:07 인천 바이오 & 뷰티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한영호 신성장산업과장

10:07 ~ 10:35 기조연설
沈国放 중국전유엔주재 대사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겸 부회장

10:35 ~ 10:40 기념촬영

※ 개막식에 이어서 컨퍼런스 진행/ AFOB(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 주관/ 미래지향적 한·중 바이오테크놀로지 협력

환영만찬

일시 | 2018. 9. 6 (목) 18:00 ~ 20:00 
장소 |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 A~B홀)

개 막 식

일시 | 2018. 9. 7 (금) 09:30 ~ 11:00 
장소 |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 A~B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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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欢迎晚宴
日期  |  2018. 9. 6 (周四) 18:00 ~ 20:00
场所  |  松岛会展中心2层 (首映厅 A~B厅)

晚宴流程

开幕式
日期  |  2018. 9. 7 (周五) 09:30 ~ 11:00
场所  |  松岛会展中心2层 (首映厅 A~B厅)

开幕式流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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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 间 内 容 备 注

18:00 ~ 18:05 仁川市介绍 中文宣传片

18:05 ~ 18:10  主要出席嘉宾介绍 主持人

18:10 ~ 18:15 欢迎词 朴南春 仁川广域市市长

18:15 ~ 18:20 合影留念 VIP 主要嘉宾

18:20 ~ 18:30 祝酒词 

18:30 ~ 20:00 中韩表演及晚餐 (交流会) 混合国乐女子组合  ”美人”
在韓中国华星公演团

20:00 闭会

时 间 内 容 备 注

09:30 ~ 09:40 主要出席嘉宾介绍 主持人

09:40 ~ 09:45 开会及欢迎词 朴南春 仁川市长

09:45 ~ 09:55

贺词 1 李龍範 仁川市议会仪长

贺词 2 邱国洪 驻韩中国大使

贺词 3 尹焵鉉 外交部 經濟外交調整官

09:55 ~ 10:00 推进过程报告 中國政策企劃組長

10:00 ~ 10:07 仁川 BIO&Beauty 産業 現況與發展方向 韓英浩 新成長産業科長

10:07 ~ 10:35 主旨演说
沈国放 中国前驻联合国大使

金亨基  Celltrion Healthcare 执行理事兼副会长

10:35 ~ 10:40 合影留念

※ 开幕式后进行学术论坛/ AFOB(亚洲生物工程联合) 主办/ 面向未来的中韩生物技术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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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ㆍ美容产业现况和发展方向� 

目录� 

Ⅰ. 生物ㆍ美容产业现状 

Ⅱ. 仁川市培养政策 

Ⅲ. 中韩交流扩大方案 

Ⅳ. 生物ㆍ美容 融合体的形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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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世界市场规模 ’从16年的3,539亿美元 ’预计发展到21年 5,339亿美元 年平均 增长率 8.1%  

 国内市场规模 ’16年 5兆 8,926亿韩元 ，其中生物制药企业比重最大 ，为 49.7% 

 ’18年 仁川市的生物医药品生产力以56万升排名世界第一 

 ■ 世界重要城市生物医药品生产量 

  - 松岛(56万ℓ) > 旧金山(44万ℓ) > 新加坡(27万ℓ) > 冰岛(23万ℓ) 

1 

Ⅰ. 生物ㆍ美容产业现状 

 1. 生物产业现状 

※ 出处 : 仁川通商资源部报道资料 , 2016年国内生物产业实况调查 

※ 출처 : Evaluate Pharma, Deloitte Anaysis  

2 

Ⅰ. 生物ㆍ美容产业现状 

  尽管全球经济危机，全球化妆品市场仍以每年平均增长率4％的速度增长，预计到2021年，年

平均增长率约为 5.9％ 

※ 출처出处 : Euromonitor, 保健产业振兴院 2017化妆品产业分析报告书  

 2. 美容(化妆品)产业现状 _ 全球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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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以436亿美元排名世界第二，韩国以109亿美元排名世界第八。 两国都是世界化妆品强国。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mar) 

Ⅰ. 生物ㆍ美容产业现状 

 2. 美容(化妆品)产业现状 _ 世界市场占有率 

4 

 2016年国内化妆品总生产规模达到13,131.3亿韩元，比去年增加了21.6% 

 仁川化妆品制造企业有242家，占全国（2,058家公司）的11.9％，平均每年增长12％ 

项目/年份 2013年 2014年 2015年 2016年 

国内生产总值(GDP) 14,294,454 14,860,793 15,641,239 16,417,860 

制造业生产总值 4,036,567 4,085,102 4,236,517 4,397,003 

化妆品产业生产总值 79,721 89,704 107,329 130,513 

化妆品产

业比重 

国内总生产比重 0.56 0.60 0.69 0.79 

制造业总生产比重 1.97 2.20 2.53 2.97 

※ 出处 : 大韩化妆品协会, 韩国银行, 经济统计系统(ECOS)(2017. 12) 

(单位 : 亿韩元, %) 

地区/年 2013年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全国 1,535  1,750  2,017 1,855 2,058 

仁川 145 163 200 206 242 

增长率 22.9% 12.4% 22.7% 3.0% 17.5% 

※ 出处 : 食品药品安全厅 统计年报(2017. 12) 

■ 国内化妆品市场现状  ■ 仁川市化妆品制造业现状 

Ⅰ. 生物ㆍ美容产业现状 

 2. 美容(化妆品)产业现状 _ 国内市场 

(单位 : 企业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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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过建立生物产业基础设施，支持建立儿童保育和培养公司 

 培养生物产业的人力资源，支持激活海外网络 

 ■ 建立生物工业基础设施（B-mec带） 

  - 建立BT中心（地上24层，地下2层，600亿韩元） 

     * 建立生物研究设施和生产设施，为中小企业提供商业化和合作空间 

   - 东南城市高新技术产业园区创新发展中心（地上10层）  

     * 提供企业支持，创业，居住，文化交流空间等。 
 

 ■ 培养生物产业专家 

   -  成立仁川生物技术中心（总面积2000坪，营业费400亿韩元） 

     * 专注生产，流程，以产业，学术和研究合作 

 ■ 激活海外网络  

   - 支持AFOB（亚洲生物技术合作），这是一个由14个亚洲生物技术协会组成的协会，在海外开展学术活
动和商业活动 

   - 支持四个欧洲国家（西班牙，德国，意大利，法国）的生物群联盟相互海外扩张 
5 

Ⅱ. 仁川市培养政策 

1. 生物产业 

※ B-mec 带 : Bio medical engineering creative belt 

Ⅱ. 仁川市培养政策 

自2012年全国首个联合销售旗舰店开业至2014年，仁川的共同旗舰品牌”어울”的创立，逐渐强化了

仁川市美容产业领先城市的地位 

 

2. 美容(化妆品)产业 

 ■ 化妆品联合销售旗舰店 ‘휴띠끄’ 开业(2012年, 全国最早）   

- 开辟了化妆品和美容产品长期销售的稳定销路 

 ■ 制订化妆品产业培养政策 (2013年, 全国最早) 

   - 建设全国化妆品产业领先城市 

 ■ 化妆品共同旗舰品牌 ‘어울’ 创立(2014年) 

   - 城市和化妆品公司合作开发联合品牌 

   - 现以中国为首，逐步扩大泰国、越南等东南亚市场和美国、俄罗

斯、墨西哥等市场 累计销售量达到141亿韩元 

 ■ 被选定为仁川市八大成长产业之一 (2015年) 

  - 重点支持美容产业(’17年对150个公司进行230亿元投资) 

 ■ 化妆品研发中心 IBC中心 建成(2016年) 

  - CGMP等共同参与 及 研究基础设施建造 
      ※ IBC센터 : Incheon Beauty Cosmetic Center 
      ※ CGMP : Cosmetic Good Manufacuring Practics(国内优秀化妆品制造品质管理标准) 6 

(※ 2014年 10月 ~ 至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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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中韩交流扩大方案 

 生物ㆍ美容产业正在迅速成长，仁川作为生物/美容产业的发展基地  

  拥有无限潜力，是中韩交流的最佳地域。 

 □ 中韩合作的必要性 

■ 随着经济增长， 生物ㆍ美容产业的指数型增长 

  - 中韩生物/美容市场年增长率达到10%。欧洲等发达国家的市场发展势头减弱。 

7 

■ 作为世界生物ㆍ美容产业的中心地快速成长中的仁川  

   - Samsung Biologics, Celltrion, Jayjun等国际领先企业的入驻确保产业竞争力 

   - 拥有世界一流的机场和港口，是韩国的第一个自由经济区 有利于生物、美容企业的投资 

 中韩共同研究, 技术交流, 投资, 招商引资等  建立不断交流合作的渠道    (代表组织负责签署业务
协议） 

■ 通过中韩交流发展生物医药产业  

■ 通过中韩生物医药产业的合作迈向世界市场 

■ 通过两国之间的互补合作创造协同效应 

8 

Ⅲ. 中韩交流扩大方案 

 □ 生物产业合作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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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韩共同研究、开发化妆品及开展通关业务等平台构建 

    (建议缔结一项建立联合机构的协议)   

■ 中韩共同开发化妆品 

  - 共同研发化妆品新材料，如仁川清洁岛海洋资源 

  - 各国皮肤研究及定制化妆品的开发  

 

■ 建立中韩化妆品通关业务平台 

  - 在仁川设立卫生许可检测处，节约通关时间和费用 

  - 建立预先检疫等中韩合作通关系统提高出口竞争力 

  - 其他出口, 促进相关产业的交流合作 

9 

 □ 美容(化妆品)产业合作方案 

Ⅲ. 中韩交流扩大方案 

Ⅳ. 形成生物ㆍ美容融合体 

 建立生物ㆍ美容主导的联合经济系统  

 大中小企业合作建设创新集群  

 制造和销售及服务的结合 形成成熟的商业模式  

10 

生物 

医疗器械 化妆品 

生物、美容、
医疗机械 
联合产业 

智能企业 

大企业 中小企业 

大中小企业联
合共同建设生
产基地성 

产品生产 

研究开发 市场营销 

良性循环的商业
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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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立生物ㆍ美容特区 

建设购物中心 

生物,美容,医疗机械等研究开发和基础设施建设 建立生物ㆍ美容人才培养, 创业等企业促进体系  

建设国内最早的生物ㆍ美容产品商业街  

11 

Ⅳ. 形成生物ㆍ美容融合体 

• 时间 : 2018~2022年 
• 位置  : 松岛 11工区(研究设施用地) 
• 规模 : 面积 184,588㎡ 
• 建设费用  : 1兆 1,000亿韩元 

• 时间 : 2018~2022年 
• 位置  : 松岛 11工区(特殊区域 內) 
• 规模 : 用地 25,321㎡, 总建筑面积 100,271㎡ 
• 建设费用  : 1,356亿韩元 

建立生物ㆍ美容联合中心 

中央广场 展示和销售区 步行和休息场所 

生物ㆍ美容  
联合中心 

生物ㆍ美容  
购物中心 

生物ㆍ美容  
特区 

12 

Ⅳ. 形成生物ㆍ美容融合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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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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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컨퍼런스

시간 장소 진행자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내용

10:40

~

12:40

볼룸
A,B

사회

오덕재
교수

(AFOB,
세종대학교) 

10:40 ~ 

11:00
발표1

권순조 인하대학교 교수
세포기반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연구와 한중 협력

11:00 ~ 

11:20
발표2

Xuexun Fang 중국 길림대 교수
중국동북삼성지역의 생명공학 연구

11:20 ~ 

11:40
발표3

김승욱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 한국지부장/고려대 교수
바이오매스 활용연구와 한중 협력

11:40 ~ 

12:00
발표4

Zichun Hua  난징대학교 교수
미래 바이오기술과 한중협력

12:00 ~ 
12:40

토론 발표자 4명

시간 장소 진행자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내용

11:00

~

13:00

102
-

103

사회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

(인천헬스

뷰티기업협회) 

11:00 ~ 

11:20
발표1

신진희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박사
임상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 화장품 온라인 시장 분석

11:20 ~ 

11:40
발표2

노호식 수원대학교 교수
화장품 개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감성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 방안)

11:40 ~ 

12:00
발표3

등서금 중경시 중의원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 행정관리책임자
중국 수입화장품 행정허가 절차 및 
특수화장품 임상관련 주의사항

12:00 ~ 
13:00

토론 발표자 3명

1세션 주관 : AFOB  |  미래지향적 한·중 바이오테크놀로지 협력

2세션 주관 :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  화장품 산업의 한·중 협력 방안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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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컨퍼런스

일시 | 2018. 9. 7 (목) 11:00 ~ 18:00
장소 | 송도컨벤시아 (1~2F)
주제 | 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주관 | IBITP,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차하얼학회, 인하대정석물류통상연구원, 
        인천대중국학술원 등



 학술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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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진행자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내용

14:00

~

16:00

102
-

103

사회

송승석
교수

(인천대

중국학술원) 

14:00 ~ 

14:20
발표1

김창희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의료, 뷰티, 관광 산업의 현 주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14:20 ~ 

14:40
발표2

박정일 Digiant Global Co.Ltd 설립자/대표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전략-한국화장품기업의 도전과 기회

14:40 ~ 

15:00
발표3

馬永康 Carl Ma Easy국제전자상품관리서비스유한회사
Easy Commerce Management Services Limited 대표
중국왕홍경제와 한국브랜드의 미래

15:00 ~ 

15:20
발표4

문병훈 아모레퍼시픽 (중국) 지식재산팀 팀장
위조화장품 현황을 통한 중국 화장품 비즈니스 시사점

15:20 ~ 
16:00

토론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시간 장소 진행자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내용

14:00

~

15:40

107
-

109

사회

김웅희
교수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14:00 ~ 

14:20
발표1

沈国放 중국전유엔주재 대사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집행이사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협력 기회

14:20 ~ 

14:40
발표2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미중 통상마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14:40 ~ 

15:00
발표3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15:00 ~ 

15:40
토론

赵新利 차하얼학회공공외교연구센터주임
           공공외교계관편집부집행주임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북한인프라 연구소 소장

丁斗 北京大学 국제관계학원 교수

3세션 주관 : 인천대  |  한중 바이오·뷰티산업의 현황과 미래: 기술과 경영의 조화

4세션 주관 : 인하대-차하얼학회  |  글로벌 무역보호주의 확산과 한중협력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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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진행자 진행 순서 발표자 및 내용

14:00

~

16:30

201
-

202

14:00 ~ 

14:20
발표1

최경환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이사
The Inflection Point of Genomics Business

14:20 ~ 

14:40
발표2

박영태 마이지놈박스 대표
DNA 기반 오픈플랫폼을 통한 개인유전체 정보의 활용

14:40 ~ 

15:00
발표3

Jiang Yuan Yuan 
Assistant Professor,  Medical School, Dali University
Aging society and preparations

15:00 ~ 

15:20
발표4

이성인 라이프시멘틱스 이사
A Dital Medicine : Race for Date

15:20 ~ 
15:40

발표5
Zhijun Yang President, Shanghai Fosun Med-tech Co, Ltd.
Molecular Diagnostic Market in China

15:40 ~ 
16:00

토론 발표자 5명

5세션 주관 :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  유전자 정보 기반 디지털헬스 산업의 한중협력 방안

사회

이민섭
공동대표이사

(이원다이

애그노믹스

(ED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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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术论坛

日期  |  2018. 9. 7 (周四)  11:00 ~ 18:00
场所  |  松岛会展中心 (1~2F)
主题  |  中韩友好及中韩生物, 美容产业
主办  |  IBITP, 仁川商工会议所, 仁川经济产业信息科技公园, 察哈尔学会, 察哈尔学会, 
             仁荷大靜石物流通商研究院, 仁川大中國學術院 等

时间 场所 主持人 会议流程 发表者及内容

11:00

~

13:00

102
-

103

司仪: 
韓淨洙
代表

首尔化妆品
(仁川健身美
容企业协会)

11:00 ~ 
11:20 发表1

申眞熙 P&K皮膚臨床硏究中心 博士
通过临床大数据分析韩国化妆品网络市场

11:20 ~ 
11:40 发表2

盧浩植 水原大学 教授
化妆品开发大数据的应用方案
(通过结合感性数据进行个性化制定化妆品的开发方案)

11:40 ~ 
12:00 发表3

邓抒琴 重庆市 中醫院化妆品行政许可检验机构 
              行政管理负责人
中国进口化妆品行政许可手续及特殊化妆品临
床相关注意事项

12:00 ~ 
13:00 讨论 发表者 3名

第2部分 主办 : 仁川健身美容企业协会  |  关于化妆品产业中韩合作方案的新探索

时间 场所 主持人 会议流程 发表者及内容

10:40

~

12:40

A,B厅

司仪: 
吳德載
教授

(AFOB,
世宗大学)

10:40 ~ 
11:00 发表1

權純照 仁荷大学 教授
细胞基础生物药品领域的研究及中韩合作

11:00 ~ 
11:20 发表2

房学迅 中国 吉林大学 教授
中国东北三省地域的生命工程研究

11:20 ~ 
11:40 发表3

金承昱 亚洲生物工程联合 韩国支部长 高丽大学教授
生物质能应用研究及中韩合作

11:40 ~ 
12:00 发表4

华子春 南京大学教授
未来生物技术及中韩合作

12:00 ~ 
12:40 讨论 发表者 4名

第1部分 主办 : AFOB  |  面向未来的中韩生物技术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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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间 场所 主持人 会议流程 发表者及内容

14:00

~

16:00

102
-

103

司仪: 
宋承錫 
教授

(仁川大学
中国学术院)

14:00 ~ 
14:20 发表1

金昶熙 仁川大学 经营系 教授
医疗,美容,观光产业的现状: 以经营学的观点来看

14:20 ~ 
14:40 发表2

朴正日 Digiant Global Co.Ltd 创办人/ 代表
中国网购市场战略-韩国化妆品企业的挑战和机会

14:40 ~ 
15:00 发表3

馬永康 Carl Ma 依時国际電商管理服務有限公司 代表
中国网红经济和韩国品牌的未来

15:00 ~ 
15:20 发表4

文炳勛 爱茉莉太平洋 (中国) 知识产权组 组长
伪造化妆品现况对中国化妆品事业的启示

15:20 ~ 
16:00 讨论 曹亨眞 仁川大学 中国学术院 教授

第3部分 主办 : 仁川大学主办  |  中韩 生物·美容产业的现状及未来:技术及经营调和

时间 场所 主持人 会议流程 发表者及内容

14:00

~

15:40

107
-

109

司仪 :
金雄熙
教授

(仁荷大学 国
际通商系)

14:00 ~ 
14:20 发表1

沈国放 中国前驻联合国大使,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 执行理事长

“ 一带一路”和东北亚区域合作机遇

14:20 ~ 
14:40 发表2

郑仁教 仁荷大学 副校长
中美贸易摩擦和全球贸易保护主义

14:40 ~ 
15:00 发表3

曺東昊 国家安全战略研究院 院长
金正恩时代的朝鲜经济变化和经济合作展望

15:00 ~ 
15:40 讨论

赵新利 察哈尔学会公共外交研究中心主任
            《公共外交季刊》编辑部执行主任

安秉珉
韩国交通研究院 欧亚北韩基础设施研究所 所长

丁 斗
北京大学 国际关系学院 教授

第4部分 主办 : 仁荷大学-察哈尔学会  |  全球贸易保护主义扩散与中韩合作新探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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时间 场所 主持人 会议流程 发表者及内容

14:00

~

16:30

201
-

202

14:00 ~ 
14:20 发表1

崔敬煥 EONE-DIAGNOMICS 理事
以基因信息为基础的精密医疗新拐点

14:20 ~ 
14:40 发表2

朴泳泰 MYGENOMEBOX 代表
DNA基因为基础的开放平台对个人基因信
息的应用

14:40 ~ 
15:00 发表3

Jiang Yuan Yuan
Assistant Professor, Medical School, Dali University
Aging society and preparations

15:00 ~ 
15:20 发表4 李聖仁 LIFESEMANTICS 理事

A Digital Medicine : Race for Data

15:20 ~ 
15:40 发表5

Zhijun Yang
President, Shanghai Fosun Med-tech Co, Ltd.
Molecular Diagnostic Market in China

15:40 ~ 
16:00 讨论 发表者 5名

第5部分 主办 : 韩国数码健身产业协会  |  基因信息基础数码健身产业的中韩合作方案

司仪: 
李旻燮

共同代表理事
(EONE-

DIAG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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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오덕재 교수는 세포배양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연구를 전문분야로 하여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

분야는 현재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로 인식되어 있

다. 그동안, 국내 생명공학기업과 미국의 생명공학기업에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연구에 참여한 

바가 있으며, 현재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산업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세포배양 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를 30여년간 진행해 온 바이오리액터 전문가이다.  

최근에는 국제표준기구(ISO) 새롭게 신설된 기술위원회인 TC 276 ‘Biotechnology’에 ‘생물공정’ 전

문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치료용 세포의 분리정제에 관한 분야의 표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에 2001년부터 근무중이다. 

□ 주요 활동
-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 한국생물공학회 표준화위원회 위원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문위원회 위원

- 세종대학교 전 기획처장

- 아시아생물공학연합회(KFOB) 재정위원

- 한국화학공학회 출판위원회 위원장

□ 경력
- 2001. 3 ~ 현재 세종대학교 생명공학(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 2000. 2 ∼ 2001. 2 미국 Cell Genesys사 Scientist

- 1997. 11∼ 2000. 1 미국 UCSD Scientist

- 1994. 2 ∼ 1997. 11 CJ 종합연구소 선임연구원

- 1992. 5 ∼ 1993. 10 미국 미시간대학교 (앤아버) 박사후 연수

- 1986. 3 ∼ 1992. 2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박사

- 1982. 3 ∼ 1986. 2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오 덕 재
세종대학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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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오덕재（吳德載）教授以细胞培养的应用研究为基础从事学术活动。该领域是全球生物药
物（例如抗体治疗剂和细胞治疗剂）生产的基础技术。曾参与美国生物技术公司的生物制
药生产。目前专注于抗体治疗，细胞疗法和基因治疗产品工业化的研究。同时也是生物
反应器专家，30年来一直从事细胞培养装置开发研究。近年来，作为生物工程专家参与
TC276‘Biotechnology’（国际标准化组织（ISO）新成立的技术委员会，活跃于治疗用细
胞药剂相关领域的活动。自2001年起就任于世宗大学。

□ 主要职务
- 国家技术标准院附属生命工程领域专门委员会 委员

- 韩国生物工程协会标准化委员会 委员长

- 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KOTRA) 顾问委员会 委员

- 世宗大学 前企划处处长         

- 亚洲生物工程联合会 (KFOB) 财政委员

- 韩国化学工学会出版委员会 委员长

□ 经历
- 2001. 3 ~ 현재 세종대학교 생명공학(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 2001. 3 ~ 至今 世宗大学 生命工程(生物工程联合)学科 教授

- 2000. 2 ∼ 2001. 2 美国 Cell Genesys公司 Scientist

- 1997. 11∼ 2000. 1 美国 UCSD Scientist

- 1994. 2∼ 1997. 11 CJ 综合研究所 资深研究员

吳 德 載
世宗大学 生物工程系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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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권 순 조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권순조 교수는 12년간 플로리다 주립대와 유타 주립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인하대

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생물공학회(Institute of Biological Engineering)

에서 이사회 집행위원 및 국제협력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 생물공학회의 국

제협력이사, 조직위원, 동식물세포 및 조직공학부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바이오의학공학 및 바이오의약 분야의 산학협력 부분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

다. 미국의 Thermo Fischer와 GE Healthcare의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사외이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주요 경력 및 활동
- 2018. 1 ∼ 현재 한국생물공학회(KSBB) 동식물세포 및 조직공학 부분위원회 위원장

- 2016. 8 ~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 2015. 3 ∼ 2017. 3 인하대학교 국제부처장

- 2011. 1 ∼ 2014. 2 미국생물공학회(IBE) 국제협력위원장

- 2011. 1 ~ 2013. 2 미국생물공학회(IBE) 이사회 집행위원

- 2006. 8 ∼ 2013. 4 유타주립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

- 2002. 8 ∼ 2013. 7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생의학공학과 교수

- 2000. 7 ~ 2002. 7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ioengineering, 박사 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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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권순조（權純照）教授曾在佛罗里达州立大学和犹他州立大学担任教授12年，现任仁荷大
学生命工程学教授。历任美国生命工程学会(Institute of Biological Engineering)理事
会执行委员及国际联合委员长。现任韩国生命工学会国际联合理事、组织委员、动植物细
胞及组织工程学部门委员会委员长。
现活跃于国内外生物医学工程及生物医药领域的产学联合活动。历任美国Thermo 
Fischer和 GE Healthcare的 顾问委员，现今作为三星Biologics的外部理事活动中。

□ 主要经历和活动
- 2018. 1 ~ 至今 韩国生物工学会(KSBB)动植物细胞及组织工程部门                           

 委员会 委员长     

- 2016. 8 ~ 至今 三星Biologics外部理事 

- 2015. 3 ~ 2017. 3 仁荷大学国际处处长

- 2011. 1 ~ 2014. 2 美国生物工学会(IBE) 国际联合委员长

權 純 照
仁荷大学 生命工程学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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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Prof. Xuexun Fang was born in 1967.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molecular biology and biochemistry of the Jilin 

University in 1990, and he received a Ph. D. degree from the Department of molecular 

biology and biochemistry in the Department of Biochemistry, West Virginia University, in 

1997. 

He continued his postdoctoral research in The Burnham Institute in California, United 

States in the year 1997-2000. 

He was recruited as professor in 2001 by Jilin University. His grant funding include 5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projects and others. 

He has published over 80 SCI papers. In 2003, he was supported by the ‘Jilin province 

outstanding young scholar fund’. 

In 2008, he received ‘New Century Excellent Researcher Award’ from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房 学 迅
지린대학교 교수, Jil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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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The Changjiang Scholarship Professorship of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2009)

Winner of National Outstanding Youth Funds (2003)Professor of School of Life Sciences, Nanjing University 

(since March 1995)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Biotechnology, Jiangsu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since Jan. 2014) 

Director of State-owned Assets Management Department, Nanjing University (since Sept., 2017)  

Dec., 2014-Sept., 2017: Dean, School of Life Sciences, Nanjing UniversityDec., 1995-April, 2015: 

Director, State Key Laboratory of Pharmaceutical Biotechnology, Nanjing UniversityJan., 2000-March, 2003: 

Berkeley Scholar, Department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Jan., 

1999-Nov., 2014: Vice Dean, School of Life Sciences, Nanjing UniversityJuly 1997-Jan., 1999: Vice 

Chairman, Department of Biochemistry, Nanjing UniversityAug., 1994-June 1996 Visiting Schola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USA

Oct. 1992-Feb., 1995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iochemistry, Nanjing University

Dr. Hua has devoted to both basic and translational research of Biopharmaceutials.He has published over 

290 articles on international peer-reviewed journals and won 47 patents for invention of China, the US, the 

EU and Japan. He has won both the second prize of National Technological Invention Award and National 

Natural Science Award once respectively. And he has also won once the First Priz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ward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four times the First Prize of Jiangsu Provinci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ward, the Silver Prize of the 15th China International Industry Fair, and the 

Outstanding Contribution Award on the application of polypeptide of the 13th China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olypeptide, the top ten excellent cases of the Industry-University Research Cooperation in Chinese 

Universities between the years of 2008-2010.

华 子 春
난징대학교 교수, Nanj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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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승 욱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김승욱 교수는 바이오매스 전처리기술 개발 및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개발, 섬유소 폐기물로부터 

셀룰라아제 대량생산을 위한 균주 및 발효공정 개발, 목질계 바이오매스 혼합당을 이용한 고효율 

에탄올 생산개발, 폐글리세롤을 이용한 에탄올의 친환경적 전환 기술개발, 고정화 효소에 의한 바이

오디젤 생산공정 개발, 세포 및 효소의 고정화 기술개발, 고정화 효소에 의한 생물전환 기술개발, 효

소마이크로 반응기를 이용한 생물공정기술 개발, 균사체 미생물의 성장모델 및 유변학적 특성 확립

을 통한 생물반응기에의 응용 등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 

개발과 효소연료전지 및 바이오센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주요 활동
- 한국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
- 한국화학공학회 국문지 편집위원
- BioResources 국외학술지 편집위원
- 한국 공학 한림원 정회원
- (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이사회
- (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Regional Branch Office Manager

□ 주요 활동 및 경력
2014. 01 - 2015. 02 대한 적십자 전국 대학지도교수 협의회 회장
2014. 01 - 현재 한국 공학 한림원 정회원
2014. 09 - 현재 (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이사회
2015. 06 - 현재 (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Regional Branch Office Manager
2015. 10 - 2016. 01 태국 Chulalongkorn 대학 방문교수
2017. 08 - 2017. 09 인도네시아 ITS (Institute of Technology Sepuluh Nopember) 
 초청 교수 (WC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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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金承昱）教授正在进行生物质能全处理技术开发及糖化酶古生产力菌株培养，从
纤维素废物中大量生产纤维素酶的菌株和发酵工艺开发，利用木质生物质混合糖开发高
效乙醇，利用废甘油开发乙醇环保转化技术，用固定化酶生产生物柴油生产工艺开发，细
胞和酶固定化技术开发，利用固定化酶开发生物转化技 术开发，利用酶微反应器开发生
物工艺技术，菌丝体微生物的生长模型和流变学特性及其在生物反应器中的应用等研
究。尤其专注于生物炼油工艺开发，酶燃料电池和生物传感器开发。

□ 主要职务
- 韩国工程学院会员

- 亚洲生物工程协会(AFOB) 理事会

- 亚洲生物工程协会(AFOB) Regional Branch Office Manager

□ 主要经历与活动
  2014. 01 - 至今 韩国工程学院会员

  2014. 09 – 至今 亚洲生物工程协会(AFOB) 理事会

  2015. 06 – 至今 亚洲生物工程协会(AFOB) Regional Branch Office Manager

金 承 昱
高丽大学 化工生命工程学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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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진 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수석연구원

□ 주요 경력 
2016. ~ 현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수석연구원

2015. ~ 2015.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연구강사

2012. ~ 2015. 삼성서울병원 삼성융합의과학원, 수석연구원/연구교수

2007. ~ 2012. ㈜지엔티파마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Project manager

□ 主要职务
 2016. ~ 至今 Pienke skin临床研究中心 首席研究员

 2015. ~ 2015. 亚洲大学医学部微生物学研究室, 研究讲师

 2012. ~ 2015. 三星首尔医院 三星联合医学院, 首席研究员/研究教授

 2007. ~ 2012. GNT Pharma 中央研究所, 资深研究员/Project manager

申 眞 熙
Pienke skin临床研究中心 首席研究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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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중국 충칭중의학교 중의간호 졸업 (중등 전문학교 ‘1990) 

중국 충칭의과대학 고급간호 졸업 (전문대학 ‘2003) 

중국 공산당 충칭시 당교경제관리학 졸업 (학사 ‘2006)

주관기술사 채용 (‘2006)

충칭시 제1인명의원 피부과 (1990 ~ 1999)

피부과 실험실 근무 (1999 ~ 현재)

화장품 불량반응 모니터링센텀실험실 근무 ( 2001~ 현재)

화장품 행정허가검증 기관근무 (2003~현재)

邓 抒 琴（떵수칭)
충칭 중의원 피부실험실 조장
충칭 중의원 화장품행정허가검증기관 행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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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1995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신약팀 입사

1997 ~ 2000 소재연구팀 연구원

2001 ~ 2005 소재연구팀 선임연구원

2006 ~ 2012 한방과학연구팀 책임연구원

2013 ~ 2016 피부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016. 09 ~ 현재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노 호 식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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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职务
 1995 入职Apgroup 技术研究院新药组 

 1997 - 2000 材料研究组 研究员

 2001 - 2005 材料研究组 资深研究员

 2006 - 2012 韩方科学研究组 责任研究员

 2013 - 2016 皮肤科学研究组 首席研究员

 2016.09 - 至今 水原大学 化学工学科 助理教授 

盧 浩 植
水原大学 化学工学科 助理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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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 현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겸 부원장

송 승 석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 33 -

 프로필

□ 主要职务
  Sungkonghoe大学东亚研究所 研究教授

  仁川大学中文系客座教授 

  现任仁川大学中国学术院教授 兼 副院长

宋 承 錫
仁川大学中国学术院 副院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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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2018 ~ 현재)

- 한국생산관리학회 총무위원장 (2018 ~ 현재)

- 인천대학교 출판문화원 사외이사 (2018 ~ 현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생산관리연구실 선임연구원 (2011 ~ 2017)

-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강의개발 및 운영교수 (2015 ~ 2017)

- 현대자동차 대학생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도교수 (2018)

- 한국경영과학회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 (2017)

- 18th QMOD International Conference Best Paper Awards (2015)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장상 (2012)

김 창 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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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仁川大学经营学院经营学 处理教授 (2018 – 至今)

  - 韩国生产管理学会 总务委员长 (2018 – 至今)

  - 仁川大学出版文学院 外部理事 (2018 – 至今)

  - 首尔大学经营学院生产管理研究室 资深研究员 (2011 – 2017)

  - 京畿道大学远程教育园 课程开发及运营教授 (2015 – 2017)

  - 现代汽车大学生展评大会最优秀奖指导教授 (2018)

  - 韩国经营科学院 最优秀博士学位论文奖(2017)

  - 18th QMOD International Conference Best Paper Awards (2015)

金 昶 熙
仁川大学经营学院经营学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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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Digiant Global Co. Ltd
2017.10 - 현재 공동 창립자 겸 eCommerce 이사
해외 브랜드에 시장 조사 및 시장 전략 제공, 고객제품카테고리: 와인, 커피, 보건품 등
유아용품, 화장품, 생필품 등 제조업체에  온라인 쇼핑 솔루션 및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BetterLife 그룹 - HHL 독일-중국 해외직구 프로젝트
2016.05 - 2017.10 E-비즈니스운영 및 마케팅 이사
7개월 만에 다중 언어 EC 매장(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검색엔진, SNS, CPS 및 
KOL을 통한 마케팅으로 매출 증가 달성

ChinaGoAbroad Ltd. - 국경 간 투자 및 해외인수를 위한 매치 메이킹 및 컨설팅 플랫폼
2015.02 - 2016.05 최고 운영 책임자
CGA 전통 컨설팅업무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리드, 지식센터, Deal센터 및 커뮤니티 웹 제품을 출시
SNS, EDM 및 검색 엔진에서 경영책임자를 상대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여 
9개월 만에 웹사이트 사용자의 100% 성장 달성

인포홀드 그룹 - CruItaly 이태리 와인,커피,디자인제품 프로젝트
2012.09 - 2015.02 최고 운영 책임자
기술개발팀을 이끌어 온라인 매장 출시,  온라인 판매 채널(Tmall, 은행, Citic-mall, yesmywine.com), 
오프라인 매장 및 유통경로를 발굴

파크랜드 그룹 - YunMall 하이앤드 패션 온라인 플랫폼
2011.04 - 2012.05 온라인 쇼핑 운영 및 디지털 마케팅 이사
전통 쇼핑몰에서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 웹사이트·Tmall매장 오픈

레노버 그룹
2007.01 - 2011.04 웹 프로젝트 매니저
32개국(아시아, 중동, 동유럽 및 아프리카지역)의 lenovo.com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중앙 아시아의 디지털 마케팅을 리드

박 정 일
Digiant Global Co.Ltd 설립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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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Digiant Global Co. Ltd
2017.10 - 至今       共同创始人 兼 Head of eCommerce
向国外消费品牌提供市场调查和市场战略咨询服务，客户品类包括葡萄酒、咖啡、保健品等
向母婴用品、化妆品等品牌提供电子商务解决方案和在线营销服务

百得利集团 - HAHALE中德海外直邮电子商务项目
2016.05 - 2017.10        电商运营总监
7个月内交付上线了跨境电子商务商城，通过搜索、社交网络、KOL等不同营销模式实现业务增长

ChinaGoAbroad Ltd.  - “中国走出去”(CGA)：为跨境商务提供对接和专业咨询服务
2015.02 - 2016.05        COO
负责CGA传统咨询业务的数字化转型， 发布了资讯、交易、社区等三个网站产品
通过针对目标用户的精准营销，没有做任何付费广告的前提下实现了网站100%的流量增长

智控国际集团 - CruItaly意大利生活方式电商项目 - 葡萄酒、咖啡、设计产品
2012.09 - 2015.02        COO
负责带领产品团队发布商城网站和手机APP，负责线上销售渠道(天猫、 银行、中信商城、也买网)
的开拓和线下零售店及分销渠道的拓展

百年城集团 - YunMall 高端时尚商品的电商平台 
2011.04 - 2012.05        电商运营总监
主导传统百货的数字化转型，负责天猫店铺和官网商城的运营

联想集团
2007.01 - 2011.04       Web项目经理
负责开发和管理32个来自亚太、中东、东欧和非洲地区的国家的联想官方网站

朴 正 日
共同创始人 兼 Head of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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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2012.9-现在 依时国际(ECMS)电商管理服务有限公司 CEO

2013.6-现在 紫金县侨界青年联会首席会长

2015.9-现在 香港青年联合会会长

2016.12-现在 新年西居民联会名誉会长

2016.12-现在 紫金县政协会委员

2017.6- 现在  香港理工大学总裁协会理事

2017.11-现在 香港电子商贸总会创会会长

馬 永 康
Carl Ma Easy 국제전자상품관리서비스유한회사
Easy Commerce Management Services Limited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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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1978.5 ~ 1980.4 北京外国语大学英国文学专业毕业

 进入外交部新闻司工作

1980.5 ~ 1982.4 中国驻尼泊尔使馆外交官

1982.5 ~ 1984.7 外交部新闻司工作

1984.8 ~ 1993.12 外交部部长办公室主任

1994.1 ~ 1997.12 外交部新闻司长、发言人

1998.1 ~ 2002.2 中国常驻联合国大使

2002.3 ~ 2003.2 中共中央党校学习

2003.3 ~ 2005.12 外交部部长助理

2006.1 ~ 2013.6 世界知识出版社总编辑

2013.7 ~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执行理事长

沈 国 放
中国国际问题研究基金会执行理事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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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북경 칭화대학 법학 학사

- 북경 칭화대학 법학 석사(지식재산권법)

- 아모레퍼시픽 본사 지식재산팀 중국담당

- 아모레퍼시픽 중국법인 지식재산팀 팀장(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문 병 훈
아모레퍼시픽 (중국) 지식재산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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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清华大学法学学士 

   -清华大学法学硕士（知识产权法）

   -爱茉莉集团本部知识产权组中国组负责人 

   -爱茉莉集团中国法人知识产权组组长(大中华区(中国, 中国台湾, 中国香港))

文 炳 勛
仁川大学经营学院经营学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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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1995. 3∼1998. 8): 정치학 학사

-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2000. 3∼2006. 8): 정치학 석사

-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20006. 9~2015. 8): 정치학 박사(중국정치)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정무부 선임연구원(2010. 11~2012. 1)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2015. 9~2016. 6)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2016. 6~현재) 

조 형 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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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首尔大学外交学 毕业(1995. 3 ~ 1998. 8): 政治学学士

  - 首尔大学政治学 硕士(2000. 3 ~ 2006. 8): 政治学硕士

  - 首尔大学政治学 博士(20006.9 ~ 2015.8): 政治学博士(中国政治)

  - 大韩民国驻华大使馆政务部前研究员(2010.11 ~ 2012.1)

  - 仁川大学中国学术院 HK研究教授(2015.9 ~ 2016.6)

  - 仁川大学中国学术院 教授(2016.6 ~ 至今) 

曹 亨 眞
仁川大学经营学院经营学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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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인하대학교 학생처장(2017.12 ~)

- 일본국 독협대학 교류문화학과 교환객원교수 역임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현대일본학회 이사

-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자문위원 역임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위원 역임

김 웅 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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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仁荷大学学生处 处长(2017.12 - 至今 )

  - 曾任日本筑波大学交流文化学科 交换客座教授 

  - 韩国政治学会, 韩国国际政治学会, 现代日本学会 理事 

  - 曾任青瓦台演讲秘书室顾问委员 

  - 曾任外交通商部政策顾问委员 

  - 曾任日韩新时代共同研究委员会 委员

金 雄 熙
仁荷大学国际通商学科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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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교수는 FTA 국제통상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으로 재직중
이다. 정교수는 우리나라 첫 “FTA 정책 로드맵”(2003년) 연구를 주도했고, 칠레,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등과의 FTA 공식협상에 참여했다. WTO 통상정책, 한미 통상관계, 동아시아경제통
합 등 대외통상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통상분야 정책당국, 경제단체 자문 
및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26개) 평가단장, KOTRA 사외이사, 국회 입법지원위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FTA팀장),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
다. 2010년 “FTA활용포럼”을 출범시켰고, 2013년 인하대 대학원 “FTA비즈니스”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FTA 비즈니스 활용 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다.

정 인 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주요 경력 
-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문위원회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위원
- 통상교섭자문위원회 민간위원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 사단법인 FTA활용포럼 대표
-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장
- WTO DDA/FTA 농업협상포럼 위원

□ 무역통상분야 주요 활동 및 경력
- 2013. 12 ~ 2015.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26개) 평가단장
- 2012. 3 ∼ 2014. 12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 2011. 1∼ 2012. 12 한국협상학회 회장
- 2010. 1∼ 2010. 12 한국통상학회 회장
- 2009. 5 ∼ 2012.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외이사(선임이사) 
- 1999. 12 ∼ 2001. 12 동아시아 비젼그룹(EAVG) 사무국장
- 1996. 1 ∼ 2004.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FTA팀장-한국경영과학회 최우수박사학위논문상 (2017)
- 18th QMOD International Conference Best Paper Awards (2015)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장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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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职务
  - 韩国商工会 政策顾问委员会 委员 

  - 韩国贸易投资公社(KOTRA) 顾问委员会 委员

  - 产业通商资源部 政策顾问委员会委员

  - 通商交涉顾问委员会 民间委员

  - 外交部政策顾问委员

  - 公司法人FTA应用论坛代表 

  - Journal of Korea Trade 编辑委员长

  - WTO DDA/FTA 农业协商论坛 委员

郑 仁 教
仁荷大学 国际通商 教授

정인교（郑仁教）教授作为FTA国际通商领域的专家活跃中。同时担任仁荷大学对外部部
长。郑教授主导了韩国首次 “FTA 说明会”(2003年)研究。参与和智利，日本，新加坡，东
盟和美国等国的FTA正式协商。专注于WTO通商政策,韩美通商关系,东亚经济联合会等
对外通商领域的研究，在通商领域当局，经济团体顾问及国际活动中活跃。 
  历任韩国经济人文社会领域国策研究机关(26个)评价团长, KOTRA亚洲, 国会立法支援
委员, 对外经济政策研究院研究委员(FTA组长), 东亚蓝图组织(EAVG)事务局长等。2010
年成立“FTA应用论坛”,2013年开发仁荷大学研究生院“FTAbusiness” 硕博士课程，培
养FTAbusiness 应用领域专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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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2007.3-현재, 휴직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2017.9-현재)

-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자문단 위원(2018.3-현재)

-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 기획조정실장(1991-2007)

- 이화여대 기획부처장(2009-10), 통일학연구원 원장(2014-2016)

-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2013-2016)

-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장(2015-2016)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소장(2014-2016)

-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2013-2017)

-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겸 다자경제협력TF 위원장(2014-2017)

- 경제부총리 자문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2016-2017)

- 통일부장관 북핵평화TF 자문단 위원(2016-2017)

조 동 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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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职务
  - 梨花女子大学社会学学院朝鲜学 教授(2007.3-至今, 休假中)

  - 国家安全战略研究院 院长(2017.9-至今)

  - 朝韩首脑会议筹备委员会 咨询组委员(2018.3-至今)

  - 韩国开发研究院(KDI) 朝鲜经济团队负责人 , 规划和协调室 室长(1991-2007)

  - 梨花女子大学企划部 处长(2009-10), 统一学研究院 院长(2014-2016)

  - 总理办公室经济与人文社会研究会 理事(2013-2016)

  - 统一部交流合作处 政策咨询委员长(2015-2016)

  - 韩国进出口银行朝鲜及东北亚研究中心 所长(2014-2016)

  - 总统民主与和平统一顾问委员会 常任委员(2013-2017)

  - 总统直属统一准备委员会委员 兼 多边经济合作TF委员长(2014-2017)

  - 经济部总理中长期战略顾问委员会  民间委员(2016-2017)

  - 统一部部长朝鲜核和平TF顾问团 委员(2016-2017)

曺 東 昊
仁荷大学 国际通商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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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职务 
察哈尔学会公共外交研究中心主任、高级研究员，《公共外交季刊》编辑部执行主任。

主持国家社科基金“抗战时期中国共产党在对日宣传战中的中流砥柱作用研究”等多项科

项目。研究方向为公共外交、品牌传播。主要专著《中国对日宣传与国家形象》（日语，日本

侨报出版社，2011）、《抗战时期中共对日宣传战略战术》（日语，早稻田大学出版社，2011）、

《温家宝公共外交艺术初探》（日本侨报社，2011）、《中日传播与公共外交》（社会科学文献

出版社，2012）、《萌力量：可爱传播论》（人民日报出版社，2017）等。

赵 新 利
中国传媒大学广告学院副教授、硕士生导师，日本早稻田大学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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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职务 
目前的研究和教学领域是国际政治经济，包括中国对外经济关系、国际货币体系、中国外交等。

曾在日本新泻大学（1年）、韩国庆熙大学和天主教大学、台湾中国文化大学讲授学分学期课程，

曾在多所知名海外大学担任高级访问教授或访问学者。

除了几本个人学术专著之外，他还在《世界经济与政治》、《国际经济评论》等学术刊物上发表数

十篇中、英文论文，在《China Daily》、《环球时报》等媒体上发表数十篇评论文章。   

Dr. Ding Dou is now working as Professor i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His current research and teaching focuses 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ranging from 

China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Monetary Institutions, to China’s 

Foreign Affairs, etc. 

He has wide international teaching and researching experiences, having taught credit term 

courses at Niigata University in Japan (one year), Kyung Hee University and Catholic University 

in Korea, and Chinese Culture University in Taiwan, and having studied at some leading 

overseas universities as a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 or visiting scholar. 

In addition to several authored books, he published dozens of Chinese and English articles in 

the journals such as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International Economy Review, 

and published dozens of opinion pieces in Chinese and English newspapers and magazines, 

such as China Daily, The Global Times.

丁 斗
现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经济学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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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자문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유라시아 인프라연구소 소장

안 병 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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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韩国交通研究院 资深研究委员 

  - 总统直属国防经济合作委员会 委员 

  - 青瓦台国家安全室 政策顾问委员 

  - 统一部 政策顾问委员长

  - 国防部国防情报本部 顾问委员

  - 韩国交通研究院 朝鲜/欧亚基础研究所 所长

安秉珉
韩国交通研究院 资深研究委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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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2013 이원다이애그노믹스(한미합작) 설립

- 2011 다이애그노믹스(미국) 설립

- 2009 씨쿼놈(주) (미국) Senior Group Leader

- 2005 제네쌍스 제약(미국) Senior manager

- 2010 서울대학교 MBA

- 2000 하버드의과대학, Harvard-BIDMC유전체학센터 박사후 과정

- 1999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and Beckman Research Institute, Duarte, CA 박사

이 민 섭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공동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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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2013 成立Eone Diagnomics Genome Center(韩美合资)公司

 - 2011 成立Diagnomics(美国)公司 

 - 2009 씨쿼놈株式会社(美国) Senior Group Leader

 - 2005. 제네쌍스制药(美国) Senior manager

 - 2010. 首尔大学 MBA

 - 2000. 哈佛医学院, Harvard-BIDMC基因组学中心 博士后课程

 - 1999. 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and Beckman 

               Research Institute, Duarte, CA  博士

李 旻 燮
Eone Diagnomics Genome Center(EDGC)共同代表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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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Nov 2016 - Present
Strategy Planning Division/ Director, EONE DIAGNOMICS Genome Center
Strategy Planning, Business Development

Mar 2016 - Oct 2016
NGS Global Marketing/ Team Leader, Macrogen, Inc
Marketing Strategy and Planning

Apr 2014 - Feb 2016
Business Development Team/ Manager, TheragenEtex Bio Institute
Business Development, Strategy Planning

Oct 2013 - Mar 2014
Research Director, GOODGENE, Inc
Business Development, Product Development (HPV, STD, Cancer chip)

Apr 2012 -  Oct 2013
Senior Research Scientist, Macrogen, Inc
New Drug Development: Non-Small Cell Lung Cancer
Research of Tyrosine Kinase Inhibitor to Fusion gene, like a KIF5B-RET

Apr 2009  - Feb 2012
Research Assistant, Cell Therapy Center,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Product Development (Articular Cartilage)

최 경 환 (崔 敬 煥)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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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Bachelor at Suzhou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Biology 

- Master degree, Shanghai Fudan University, Genetics

- PhD,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Management Science

Zhijun Yang
上海星耀医学科技发展有限公司总经理



- 58 -

 프로필

□ 주요 경력 
- 2016. 07 ~ 현재 MyGenomeBox Co.Ltd CEO

- 2012. 06 ~ 2013. 08 Korea Sawasdee Co.Ltd Director

- 2011. 01 ~ 2012. 06 ㈜우리개발 Manager

박 영 태
MyGenomeBox Co.,Ltd (주식회사 마이지놈박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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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2016. 07 ~ 至今 MyGenomeBox Co.Ltd CEO

  - 2012. 06 ~ 2013.08 Korea Sawasdee Co.Ltd Director
  - 2011.01 ~ 2012.06 友利开发株式会社 Manager

朴 泳 泰
MyGenomeBox Co.Ltd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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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중국 베이징대학교 임상의학 박사

- 지멘스 Graduate Program (SGP / Leadership PProgram), 

   임상 적용 전문가 과정(CT R&D, SSME, Siemens)

- 중국 Ruijin병원 의학전문대학원 부설 병원, 방사선학 방사선 전문의

JING YUAN YUAN 
Assistant Professor, Medical School, Dal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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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中国 北京大学 临床医学 博士

  - 西门子公司 Graduate Program (SGP / Leadership PProgram), 

     临床应用专家课程(CT R&D, SSME, Siemens)

  - 中国 Ruijin医院医学专门研究生院附属医院, 放射线学科专家

JING YUAN YUAN 
Assistant Professor, Medical School, Dal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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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학력 및 경력 
- 의료정보학 박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EDS Innovations (현 HP), 선임연구원, 캐나다

이 성 인
라이프시맨틱스, 국외사업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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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经历
  - 首尔大学 牙科学院 医疗情报学博士, 国际事业组理事 

   - EDS Innovations （现 HP), 资深研究员, 加拿大

李 聖 仁
LIFESEMANTICS 公司



 기조연설

한중 바이오산업 협력 방안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그룹 김형기 부회장입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인차이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세계 시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과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정치·

외교·경제적으로 밀접한 대한민국이 인차이나 포럼과 같은 상호교류의 장을 통해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음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국간 민관산학의 통합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인천시 관계자 여
러분, 주한중국대사관 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 창립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입주한 첫 번째 외투 기업으로, 인천 지역사회
의 한 구성원이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인 이곳 송도에는 셀트리온을 위시한 여러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한 대단위 바이오 클러
스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창업 당시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개척지였
던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였고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하면
서 지금은 3,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글로벌 제약기업 중 세계 18위(시가총액 330억 달러)의 ‘다케다’에 비교되는 수준
입니다. 송도 갯벌에서 시작한 한국의 작은 기업이 어느덧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바
이오의약품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신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차이나 포럼
의 금년 주제가 한중 바이오·뷰티 교류인 만큼, 초청의 뜻을 되새겨 오늘 여러분께 셀트리온의 성
장과정에서 느끼며 생각해 왔던 바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산업 및 바이오시밀러
미국 애브비 사의 ‘휴미라’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글로벌 블록
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한해 매출이 약 20조원에 이릅니다. 바이오의약품 한 
품목의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제약시장 규모에 필적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 새 휴미라를 비롯한 다양한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
존의 화학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바이
오의약품 시장은 2020년까지 2,780억 달러(약 3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70억 인구 중 바이오의약품 사용 인구 비중은 10%
에 불과합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각국의 의료재정 부담으로 높은 가
격의 바이오의약품을 모든 환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약
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계 2위 규모 의약품 시장인 
중국에서도 바이오의약품의 사용 비중은 전체의 5% 수준입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할 경우 연간 치료비용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등 대다수 환
자들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치료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바이오시밀
러이고, 중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으로, 오리지널의약품과 품질은 동등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
다.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의료재정 절감은 물론 더 많은 환
자들에게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치료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바이오시밀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수적 의료정책을 보유한 미국에서도 FDA가 바이오시밀러 촉진 정
책을 발표하는 등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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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중국 바이오산업 조망
중국 의약품 시장은 전세계 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로 미국에 이어 2위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만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도 국가의 10대산업 주요 발전계획 중 ‘신산업’ 분야에 바이오를 포함시키고, 의료보험 확대와 규제개선 등의 
정책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전국민의 기본의료보험 보장 추진과 제약산업의 질적 성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내 노령인구의 급속한 확산과 소득증가로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60
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2020년이면 20%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으로 1인당 헬스케어 지출 비용이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잠재력 때문에 다국적제약사를 포함한 세계의 바이오기업들이 조인트벤처 설립, 기업인수, 라이선스 아웃 등 현지화를 통
한 중국 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바이오 산업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R&D 센터가 
밀집해 있는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바이오신약 벤처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어 향후의 
성장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중 바이오 산업 협력 방안 
한국과 중국의 바이오산업 협력은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략히 한중 양국의 바이오 산업을 비교해 보면, 시장규모나 성장속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바이오 기초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분야 등에서 선도적 물질 개발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임상시험노하우, FDA(미국 
식약처)와 EMA(유럽식품의약청)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술역량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약기업들은 한국이 생소한 중국 시장 개척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금력과 수요를 활용해 빠른 사업 진척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추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 설립, 바이오분야 조인트벤처 비즈니스 모델 개척, 바이오산업분야 정보교류, 인허가 정보 교류 등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더 활발한 협력이 진행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중국
셀트리온은 높은 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전 세계의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15억 중국 국
민들 중 고가의 바이오의약품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셀트리온은 중국 진출을 위해 이미 상당기간 로컬 기업들과 합자법인 설립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이 합자법인을 통해 고품질의 바이
오의약품을 중국 환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합자법인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
갈 것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글로
벌 top-tier 수준의 기업을 통한 실무적 역량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말씀 드린 합자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 내 최고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유치에 힘쓸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 셀트리온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를 갖춘 바이오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양국 민관산학의 전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인차이나 포럼이 추후 한중간 구체적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로까지 연결되는 행사로 계
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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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旨演说

中韩生物产业合作方案

尊贵的各位来宾，您好。我是Celltrion集团的副会长김형기（金亨基）。 

首先祝贺第三届In China论坛的成功举办，同时也非常感谢邀请我来参加这次论坛。中国是

全球市场的轴心，韩国作为最接近中国的国家，与中国政治、外交和经济交流十分密切，能

在这次论坛上对两国间各个领域的发展进行相互交流，真的很高兴。 

我谨向仁川市市长Park Nam-chun，中国驻韩国大使馆以及其他许多正在努力促进两国一

体化交流的人表示衷心的感谢。

Celltrion是一家成立于2002年的生物技术公司，是第一家进入仁川松岛的外资公司。我们

很自豪能成为仁川的一员，为当地的经济发展做出贡献。松岛是一个自由经济区，拥有由包

括Celltrion在内的各种生物技术公司，并正逐渐成为全球生物技术产业的圣地。

Celltrion创业初期是一家非常小的公司，最初只有两名员工。然而，Celltrion是第一个发现

抗体生物仿制药市场成功的潜力的公司，并在世界上首次成功实现商业化，现在它已成为

一个拥有3,000多名员工的全球生物制药集团。现在，Celltrion可与全球第18大制药公司

Takeda相媲美，（该公司的市值为330亿美元）。从松岛潮滩开始的韩国小公司已经发展成为

全球生物制药领域的领先公司，并能与跨国制药公司竞争。

当然邀请我站在这里发表讲话并不是论坛的重要内容。重要的是今年In China论坛的主题：

中韩生物/美容交流，我反复思索着邀请我的意义，也许是为了向各位介绍Celltrion公司的

成长过程中的感受与思考，并将我的一些拙见分享给各位。

生物产业和生物仿制药

美国的公司有一种叫做“HUMIRA”的药，是世界上最畅销的药。它是一种治疗自身免疫性

疾病的药物，年销售额约为20万亿韩元。即 仅此一种生物制药的市场规模就与整个韩国医

药市场的规模相当。

近年来，包括HUMIRA在内的各种生物制药的销售量迅速增长。这类药品具有较少的副作

用，并且与传统的化学药物相比疗效更显著。据市场研究人员称，到2020年，生物制药市场

规模预计将增长到2780亿美元。

然而，尽管具有巨大的市场性，但全球70亿人口中生物药品使用者的比例仅有10％。这是因

为各国人口老龄化的加速和医疗保健经济负担的加重，使得各国都无法为所有患者提供高

价的生物药品。结果，生物药品主要应用于发达国家，因为这些国家能够负担得起高价。而

在中国这个世界第二大药品市场中，生物制药仅占总量的5％。 

若将生物制药用于化疗，将需要超过1亿韩元的年治疗费用，这就意味着我们应该为了使更

多患者用上生物药品而努力，这就是生物制药的现况和我们的迫切愿望。 

在这种情况下，生物仿制药是一种能够以更经济的价格满足患者需求的替代品，许多跨国

制药公司，包括中国公司，也在迅速投入生物仿制药的市场。生物仿制药是生物医药的替代

品，其品质与原药相当，但价格便宜得多。欧洲自2006年以来一直在积极引进生物仿制药，

以节省医疗费用，并为更多患者提供生物制药治疗的益处，患者们也可以越来越快地接受

生物仿制药的治疗。最近，连在具有保守医疗政策的美国，FDA也在积极推动鼓励生物仿制

药推广的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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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旨演说

中国生物制药的展望
继美国之后，中国医药市场已成为世界十大国家中增长率第二快的国家，但生物制药市场的比例仍然很小。 

而最近中国政府将生物技术纳入了国家十大重大产业发展规划中的“新兴产业”领域，并通过实行扩大医疗保险和修订法

规等政策，计划到2020年实现基本医疗保险全面覆盖和制药业的质的飞跃。 

同时，中国老年人口的快速增加和收入的增长也会增加人们对医疗保健的需求。根据资料显示，到2020年，中国60岁以上

老年人的比例将达到20％，到2030年，人均医疗保健支出将增加到目前水平的四倍以上。 

在这样巨大的市场吸引下，世界各地的生物技术公司，包括跨国制药公司，都将通过建立合资企业，收购公司等方式等进入

中国市场。若将生物产业发展水平高、研发中心密集的北京和上海的东部地区为中心带动整体发展，发明更多的生物药品，

这样的未来值得我们期待。 

中韩生物制药产业合作方案 
我司认为中韩在生物产业方面的合作可以结合两国的优势，并在各个方面进行推广。

对韩国和中国生物技术产业的简要比较表明，中国在市场规模、增长率和投资研发资金方面具有强大的优势。 

而韩国与美国、欧洲和日本相似，拥有生物技术和优秀的人力资源，并在生物仿制药领域拥有领先的开发和生产技术。此

外，我们积累了全球临床试验和技术能力的专业知识，并符合FDA（美国食品药品管理局）和EMA（欧洲食品和药品管理局）

要求的最高标准生产和质量控制标准，同时还进入了欧洲和美国等发达国家的生物制药市场。  

而中国制药公司拥有韩国不熟悉的开拓中国市场所需的专业知识，并且能够凭借其丰富的财务资源和需求迅速取得进展，

若彼此展开合作，将能结合优势和劣势，并能在各个领域寻求新的合作机会。

我们期待两国在生物技术领域进一步开展积极合作，例如展开生物制药生产业务，成立生物领域的合资企业以及进行生物

产业领域的信息交流。 

Celltrion与中国
Celltrion的目标是以更低的成本为全球更多患者提供高质量的生物制药， 也希望中国的15亿人民中还没能享受生物制药

的好处的患者们可以用上生物药品进行治疗。

为了进军中国市场，Celltrion在与当地公司就建立合资公司的提案进行讨论，我们计划通过合资企业，以较低的成本为中

国患者提供高质量的生物制药。 

同时，中国政府正在推行吸引科技领域高层次人才的政策，以完成培育生物产业的大局，但也有必要通过全球一流企业积

累实际能力。

Celltrion计划通过建立合资公司在中国建厂。我们将努力为中国年轻人创造就业机会并在中国提供最好的待遇来吸引人

才。此外，我们也会把优秀人才送到韩国，在Celltrion进一步接受全球标准的生物实践培训。

感谢各位在百忙中抽出时间听我的发言。在这里的各位都是各个行业的重要人才，发挥着不可或缺的作用。也期待In China

论坛继续促进具体的交流与合作，并将继续发展成为招商引资、扩展业务的一个重要论坛。谢谢大家。 

2018年 9月 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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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활용연구와한-중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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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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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ation of Various Biomass for Production of Biochemicals

2. 2nd generation: Lignocellulosic biomass

3. 3rd generation: Algal biomass

4. 4th generation: Organic Wastes

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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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Development of biomass
<Yang et al., Renew. Sust. Energ. Rev. 2015 >

Introduction – Various feedstocks for biofuel and biochemical production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Introduction - Bioref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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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Various feedstocks for biofuel and biochemical production

Source: Biorefinery applications global markets (JAN, 2016) BCC Research LLC, USA 

Biomaterials
Biopolymers/bioplastics
Biocomposites

Bioenergy
Biogas
Pellets
Heat/steam

Medicine and healthcare
Bio drugs
Herbals/botanicals

Biofuels transportation
Bioethanol
Biodiesel

Bioderived chemicals
Fermentation-derived chemicals
Platform chemicals
Specialty/fine chemicals
Pharmaceutical ingredients
Phytochemical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2. 2nd generation : Lignocellulosic biomass

2.1 Acid Pretreatment

2.2 Alkaline pretreatment 

2.3 Combined pretreatments 

2.4 Proton Beam Irradiation (PBI)

2.5 Electron Beam Irradiation (EBI)

2.7 Effect of various inhibitory compounds on fermentation 

2.8 Effect of acetate on 2,3-butanediol production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2.9 2,3-Butanediol production in fed-batch culture by acetate addition

2.6 Analysis of biomass - Photo 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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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ss preparation

• Harvest and storage
• Drying (moisture content less than 10%)
• Grinding 
• Sieving (mesh no. 40-60 (250-425 um))
Solid composition

XMG : Xylan + Mannan + Galactan

2nd generation : Lignocellulosic biomas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Hemicellulose
hydrolysate
(Xylose)

Lignin
hydrolysate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Heat Heat 

Acid Alkali

Thermo-chemical pretreatment

2nd generation : Lignocellulosic biomass

<Source: Office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of the U.S.> <Source: Mosier et al., Bioresource Technolog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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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ment conditions
Sol/Liq ratio : 0.2g / 7 mL

Temp. 120°C~200°C

Reagent: 0.1%~4% H2SO4

Time: 5 min~25 min

Biomass composition : Shuler et al., 2010 NREL/TP-510-42618 

Saccharification : Seig et al., 2008 NREL/TP-510-42629 

2.1 Acid Pretreatment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Enzymatic saccharification with enzyme loading test. Enzymatic   
saccharification was conducted using 5-120 FPU of cellulase
(Celluclast 1.5L) and a cellulose proportion of β-glucosidase 
(Novozyme 188) per g of glucan at pH 4.8, 50 °C and 150 rpm. ●:
Untreated sample, ○: 5 FPU, ▼: 10 FPU, △: 30 FPU, □: 60 FPU, 
■: 120 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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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ermentation using both glucose and xylose.  
(A):Saccharomyces Cerevisiae K35 and (B) Pichia Stipitis KCCM12009 
Fermentation was performed at a temperature of 30°C and an agitation speed of 200 rpm for 12 h. 
Legend-▲: Relative glucose concentration ▼: Relative xylose concentration, ■: Cell mass, 
●: Ethanol conversion yield. 

2.1 Acid Pretreatment -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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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lkaline pretreatment - Ethanol production 

< Hah Young Yoo Doctoral Thesis, Korea Uni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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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The fermentation profiling of Saccharomyces cerevisiae K35 using rapeseed straw hydrolysates. 
The cultivation was performed in a 250 mL Erlenmeyer flask containing 50 mL medium at 30°C and 150 rpm for 
24 h. The control (filled symbol) and experimental (hollow symbol) groups were used D-glucose and hydrolysates, respectively.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2.3 Combined pretreatments 

<Kim et al., Biotechnol. Biofuels.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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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Results of fermentation of glucose by Saccharomyces cervisiae K35. Fermentation
for ethanol production was performed at 30°C for 12 h. Initial concentration of
saccharified glucose was approximately 31 g/L.

2.3 Combined pretreatment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2.4 Proton Beam Irradiation (PBI)

Irradiation energy

 Radiation dosage (Rad), Exposure (Rem, SV and Gy)

100 Rem = 1 Sv= 1 Gy : 1 Joul energy for 1 Kg object

10 kGy = 1 kGy X 10 h

Conditions
• The proton beam (MC-50 Cyclotron) at Korea Cancer Center Hospital(Seoul, Korea). 

• 45 MeV energy source

• About 5 g biomass on array (150 mm diameter)

• Irradiation energy: 1- and 25-kGy doses of PBI

<Kim et al., Appl. Biochem. Biotechnol.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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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Effect of PBI pretreatment on saccharification of untreated and SAAed rice straw for enzyme digestibility. 
(A): untreated rice straw, ●; non-treated rice straw, ○; 5 kGy, ▼; 10 kGy, △; 15 kGy,■; 20 kGy, □; 25 kGy. 
(B): SAAed rice straw, ●; non-treated, ○; 1 kGy, ▼; 3 kGy,△; 5 kGy, ■; 7 kGy, □; 10 kGy, ◆; 15 kGy, ◇; 20 
kGy, ▲; 25 kGy.

2.4 Proton Beam Irradiation (PBI)

Effect of EBI pretreatment on saccharification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2.5 Electron Beam Irradiation (EBI)

Electron beam irradiation (EBI) pretreatment

<Yang et al., Chem. Eng. J.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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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e: it means the control group of experiment (untreated).
bAcid: the treatment of dilute sulfuric acid was performed in autoclave at 121 °C and 1% sulfuric   

acid with 1:10 of solid-liquid ratio (w/w) for 1 h. 
cAlkali: the treatment of soaking in aqueous ammonia was performed in shaking incubator at 60 °Cd

15% aqueous ammonia with 1:10 of solid-liquid ratio (w/w), 150 rpm for 24 h.
dXMGA: summation of xylan, mannan, galactan and arabinan content in the sample.
eGlucose conversion (%, Enzymatic digestibility): it is determined as  × 100.

Table Summary of mass balance during pretreatment and enzymatic hydrolysis on Miscanthus.

Effect of EBI pretreatment on saccharification

2.5 Electron Beam Irradiation (EBI)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2.6 Analysis of biomass - Photo Luminescence

<Kim et al,. Bioresource Tech. 2013 >

Photoluminescence

Electronluminescence

Cathodoluminescence

Release of energy

Excitation wave

Emission

Absorption

Stock’s shiftE= log(I0/I) Lambert-Beer law (eq. for absorption) 

Photo Luminescence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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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nalysis of fluorescence image of barley straw and its component substances. Fluorescence images were 
acquired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The excitation wave was 550 nm (green) and the color spectrum was 
approximately 665 nm (red). Exposure time was varied during this analysis and optimal times were determined 
to be 1/2 sec and 1/10 sec.

2.6 Analysis of biomass - Photo Luminescence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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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Effect of fluorescence on pretreated barley straw. 
(A): correlation between fluorescence intensity with glucose yield, 
(B): calibration of xylan content based on fluorescence intensity. PL image was captured at sensitivity of 200 and 
exposure time of 1/10 sec with excitation filter of 550 nm.

2.6 Analysis of biomass - Photo 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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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hydrolysis of lignocellulosic biomass, various byproducts are formed and major byproduct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Weak acids, 2) Furan derivatives, 3) Phenolics

<Sources: Nature, 454, 841-845, (2008)/ J. Chem. Technol. Biotechnol 2007>

2.7 Effect of various inhibitory compounds on fermentation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Weak acids

Furan derivativesPhenolics

Fig. Relative cell growth and 2,3-butanediol production by E. aerogenes ATCC 29007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weak acids, furan
derivatives and phenolics with 40 g/L glucose in a 24 h flask cultivation.

Strength of inhibitory effects on cell growth and 2,3-butanediol production:
Phenolics> Furan derivatives> Weak acids

2,3-Butanediol production by E. aerogenes ATCC 29007

2.7 Effect of various inhibitory compounds on fer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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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omparison of 2,3-butanediol production by E. aerogenes ATCC 29007 from Miscanthus raw hydrolysate (A) and artificial raw
hydrolysate (B) for evaluating synergistic effects of inhibitors from lignocellulosic hydrolysates on 2,3-butanediol production;
glucose (●), xylose (■), cell growth (▲), 2,3-butanediol (◆), acetic acid (○), formic acid (□), total phenolic compounds (△)

and levulinic acid (◇).

Both cultures show a similar trend in their cell growth and 2,3-butanediol production
in response to inhibitory compounds from lignocellulosic hydrolysates.

2,3-Butanediol production from Miscanthus hydrolysates

2.7 Effect of various inhibitory compounds on fermentation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Addition of potassium acetate
stimulates transcription levels of
genes involved in 2,3-butanediol
production

2,3-Butanediol production was
increased by 34.2% with addition
of acetate in batch culture
compared to that without acetate
in 130 g/L of glucose.

2,3-butanediol production, glucose consumption and variation of
metabolites by E.aerogenes ATCC 29007 from 130 g/L of glucose
media with acetate supplementation after 12 h. Symbols represent
glucose (closed circle), 2,3-butanediol (closed square), acetate
(closed triangle), lactate (open circle), succinate (open square),
ethanol (open triangle) and optical density (crosses).

2.8 Effect of acetate on 2,3-butanediol production

<Lee et al., Biotechnol. J.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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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Butanediol production by E.aerogenes ATCC 29007 and changes in acetat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lucose media 
without acetate (a) and with acetate(b). Symbols represent 90 g/L of glucose (circle), 110 g/L of glucose (square) and130 g/L of
glucose (triangle).

2.9 Effect of acetate on 2,3-butanediol production

Effects of acetate on 2,3-butanediol production  

Without acetate With acetate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Batch fermentation profiles of E. aerogenes SUMI014 for glucose consump-
tion, cell growth and 2,3-butanediol production using high glucose containing 
media (180 and 200 g/L). Symbols represent glucose (●), cell growth (▲) and 
2,3- butanediol (■) in 180 g/L glucose; and glucose (○), cell growth (△) and 
2,3- butanediol (□) in 200 g/L glucose. 

Fig. Fed-batch fermentation profiles of E. aerogenes SUMI014 for glucose 
consumption, cell growth, 2,3-butanediol (a) and other metabolites production (b). 
Symbols represent glucose (●), cell growth (▲) and 2,3-butanediol (■); and 
acetate (○), ethanol (△) and succinate (□).  

2.9  2,3-Butanediol production in fed-batch culture by acetate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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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atic fuel cell(EFC) system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Anode
Anode Fuel
(Substrate) 

Redox Enzyme 1 + Mediator

Moderate Temp. pH 7
Product 1 + e-

 Cathode 
Cathode Fuel
(Substrate) 

Redox Enzyme 2 + Mediator

Moderate Temp. pH 7
Product 2

• Redox Reactions- transfer of electrons

Fig. 15. Scheme of biofuel cell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reparation (A) and formation process of graphite oxide (GO)/Co(OH)2 composites (B)
GO/Co(OH)2/chitosan composite modified electrode through electrodeposition, and (C) the glucose/O2 enzymatic fuel
cell (EFC) containing a bioelectrode modified by adding GO/Co(OH)2/chitosan composites.

(A)

(B)

(C)

Hydroxylation

Negative charge

<Lee et al., Biosens. Bioelectron. 2013 >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 114 -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Scheme of Enzymatic fuel cell system

Enzymatic fuel cell(EFC) system 

<Kim et al., J. Electrochem. Soc. 2015 >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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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The effect of various CoCl2 concentrations (1.0, 2.0, 3.0, and 
4.0 M) on (A) polarization and (B) power density of EFC.

1053 ± 4 µ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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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ass Pretreated biomass 
(xylan removed)Dilute acid 

pretreatment

Bio ProductsSaccharification
Fermentation

Xylose

Hydrolysate

Sensing
for process control and quality control

• Rapid biomass analysis after dilute acid pretreatment
• Glucose/xylose detection to evaluate the effect of pretreatment

Glucose --- about 1% after concentration
Fig. Schematics of biorefinery process and waste of DAP.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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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yclic voltametry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Fig. Cell voltage and power density from EFC using hydrolysate of D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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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 calibration

Enzymatic fuel cell and Biosensors
Sensor for Pretreatment QC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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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Fig.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abrication process for the in-plane graphene/PEDOT micro-supercapacitors directly on a flexible substrate by
writing pattern with pen-lithography using graphene and conducting polymer composite. (a) Printing line patterns with the form of the desired
interdigited structures on the film by a commercialized printer (b) Deposition of graphene/EDOT with ink pattern inside the line patterns (inset
is optical image of roll tip.) (c) Polymerization of EDOT monomers using Fe(ClO4)3 solution (d) Removal of the ink that printed line patterns in
organic solvents (e) Coating PVA/H2SO4 electrolyte. Inset image shows flexible graphene/PEDOT microsupercapacitor.

<Lee and Kim., J. Mater. Chem. A 2017 >

Pen lithography for flexible microsupercapa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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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Fig.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3 layer-graphene/PEDOT microsupercapacitors (a) CV curves at different scan rates varying from 1 to 100
mV s-1. (b)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curves at different current densities from 0.02 to 0.2 A cm-3 between 0 and 1.2 V. (c) The areal and
volumetric capacitance at different current densities. (d) Real part and imaginary part of complex capacitance (e) The capacitance retention as a
function of the cycling number and coulombic efficiency at a current density of 0.1 A cm-3. (f) Ragone plots providing a comparison with some
other energy-storage devices from previous literature.

Pen lithography for flexible microsupercapacitor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2.10 Application to EFC and biosensor system

Fig. (a) Series combination of CV curve at a scan rate of 50mV s-1 form a MSC arrays in series (1.2 V), 2 in series (2.4 V), and 4 in series (4.8
V). (inset : two and four device in series), (b) Digital photography of energy modulus that is powering commercialized LCD and LED lighting
demonstration by microsupercapacitors in series

Pen lithography for flexible microsupercapa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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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rd generation - Algal biomass

3.2 Bioethanol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3.3 Cephalosporin C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3.1 Biodiesel production by advanced enzymatic proces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3rd generation: Algal biomass

Bioethanol
2,3-Butanediol
Cephalosporin C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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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iodiesel production by advanced enzymatic process

C. rugosa C. antartica R. oryzae P. cepacia M. Mie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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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iodiesel production and initial reaction rate by using various 
lip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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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iodiesel production and initial reaction rate by using 
various  enzyme mixture systems. 

Enzyme mixture system
(Immobilized Candida rugosa + Various immobilized lipases)

Single enzyme immobilization
(Immobilized lipases)

Previous biodiesel production by enzymatic process Advanced enzymatic reaction mechanism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3.1 Biodiesel production by advanced enzyma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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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iodiesel production using various stepwise reaction 
method by co-immobilized lipases.

Two kinds of immobilized lipase mixture Two kinds of lipase co-immobilized on a support

Fig. Biodiesel production using various stepwise reaction 
method by a mixture of R. oryzae and C. rugosa lipas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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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The photograph of two-stage continuous reactor. (A) 1st

storage tank (yellow color), 2nd storage tank (red color), (B) 1st

packed-bed reactor(red color), 2nd packed-bed reactor(yellow color)

(A) (B) 0 hr 24hr 48 hr
Fig. The photograph of  1st storage tank. Feed color was changed 
as reaction time. 

Continuous process 

-Biodiesel production by enzymatic process using jatropha oil and waste soybean oil,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18 703-708 (2013)
-Development of batch and continuous processes on biodiesel production in a packed bed reactor by a mixture of immobilized Candida rugosa and Rhizopus oryzae,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161(1-8), 365-371(2010)
-바이오디젤의제조방법.,등록특허 (10-1272851)
-동시고정화리파아제를이용한바이오디젤생산방법.,등록특허 (10-1174850)
- 1,3-위치선택성리파아제와무위치선택성리파아제를이용하여바이오디젤을제조하는방법.,등록특허 (10-0673837)
-리파아제를담체에고정화시키기전에전처리하는방법.,등록특허 (10-0817775)
-버퍼혼합시스템을이용하여리파아제를담체에고정화시키는방법.,등록특허 (10-1153396)

3.1 Biodiesel production by advanced enzymatic proces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Microalgal biomass concentration (g/L)

20 40 60 80 100 120 140

S
ug

ar
s 

co
nv

er
si

on
 (%

)

70

75

80

85

90

95

100
R

ed
uc

in
g 

su
ga

rs
 (g

/L
)

0

2

4

6

8

10

12

14
Sugars yield
Sugars concentration√

√

Fig. The effect of hydrochloric acid concentration on
reducing sugars from C. vulgaris.

Fig. The effect of microalgal biomass concentration on
sugars conversion and concentration. 2%
hydrochloric acid was used for hyd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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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ioethanol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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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Ethanol production using hydrolysate from
C. vulgaris by B. custersii H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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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ethanol production from algal hydrolysates

3.2 Bioethanol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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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Morphology of A. chrysogenum and structure 
of cephalosporin C.

◆Cephalosporins
◆Quinolones
◆Carbapenems

◆Penicillins
◆Macrolide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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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VISIONGAIN 2011

Fig. World anti-infective market.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3.3 Cephalosporin C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 121 -

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Determination of Fractal Dimension

N(L)=αLD

where, L : side length of box,
N(L) : the number of boxes,
α : proportionality constant,
D : fractal dimension

log N(L) = D log L + log α 

Schematic diagram of determination of fractal dimension using box counting method

The fractal dimension of cell morphology was determined by fractal
dimension calculator (ver. 1.1, Bar-Ilan Univ. Israel) using a box counting
method

3.3 Cephalosporin C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Production of CPC in a 5-L bioreactor culture of A. chrysogenum M35 (CPC con. (▼), pH (◇) and DCW (■)).

Cephalosporin C production 

3.3 Cephalosporin C production from algal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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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ion of power on enzymatic fuel cell system by using the waste hydrolysate from microalgal extracts 
(Enzymatic Fuel Cell (EFC) substract)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The power density of AH was neutralized by KOH.

3,637 μW/cm2

- Figure shows the power density (3,637 μW/cm2 ) derived from the current-voltage relationship of CV cycle

6.59 fold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 123 -

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Fig. Schematic diagram showing mass balance of C. pyrenoidosa during biochar production and
mediator synthe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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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A) (B)

(C)

Fig.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MSB/Co/chitosan on the Au 
electrode through electrodeposition. (a) cyclic voltammetry curve 
and (b) potential (●) and power density (■) was performed with 
0.1 M glucose in sodium phosphate buffer. (c) Typical 
amperometric response of biosensor on successive addition of 4 
mM glucose. The applied potential was 0.9 V.

Sensitivity 488 ㎂/mM cm2

3,100 ㎼/cm2



- 124 -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Mechanism 

Surface charge of the matter is key

New application to electrorheological fluids without any further processing 

Electrostatic interaction between dipoles in an electric field

Produce a torque attempting to align 
the line-of-center with the electric field

Attraction Repulsion

El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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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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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ld

Rotation & Alignment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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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Optical microscopy images of the C. pyrenoidosa dispersed suspension after application of (a) 0 kV/mm, (b) 1 kV/mm, (c) 2 kV/mm,
and (d) 3 kV/mm DC electric fields.

Intensity of electric field ∝ reactivity & alignment  

- The formation of fibrils (chains of particles) along the electric field direction was obvious within a millisecond after 
application of DC electric fields

- The thickness of the fibrils increased with increase of the electric field, although they were not always linear and even
had double and/or triple loops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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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hear stresses versus shear rate for (a) cellulose, (b) cellulose phosphate, (c) C. vulgaris, (d) N. gaditana and (e) C. pyrenoidosa dispersed 
suspensions at room temperature (25 °C).

- Cellulose suspension (Fig. a) shows the Newtonian fluid

- Cellulose phosphate suspension (Fig. b) shows the non-Newtonian fluid
- Algae suspension (Fig. c.d.e) also shows non-Newtonian fluid.

Phosphate group in the chemical structure of algae could be a key point 
that can be applied to electrorheological materials

3.4 Application of algal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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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th generation : Organic Waste

4.1 Biofuels production from instant noodles waste

4.2 Bioethan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4.5 Lactulose production from whey lactose

4.4 1,3-Propanedi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4.3 Lactic acid production from mannit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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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Region 2008 2009 2010 2011 2012
1. China/Hong Kong 42,530 40,860 42,300 42,470 44,030

2. Indonesia 13,700 13,930 14,400 14,530 14,100

3. Japan 5,100 5,340 5,290 5,510 5,410

4. Vietnam 4,070 4,300 4,820 4,900 5,060

5. India 1,480 2,280 2,940 3,530 4,360

6. USA 4,150 4,290 4,180 4,270 4,340

7. Republic of Korea 3,340 3,480 3,410 3,590 3,520

8. Thailand 2,170 2,350 2,710 2,880 2,960

9. Philippines 2,500 2,550 2,700 2,840 2,720

10. Brazil 1,690 1,870 2,000 2,140 2,320

11. Russia 2,400 2,140 1,900 2,060 2,090

12. Nigeria 1,400 1,600 1,670 1,790 1,900

13. Malaysia 1,210 1,200 1,220 1,320 1,300

14. Taiwan 1,110 1,070 1,020 1,010 1,010

15. Mexico 860 860 830 850 890

Global Demand for Instant Noodles

4.1 Biofuels production from instant noodles waste

<Yang et al., Renew & Sustain Ener Reviews.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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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esel production

4.1 Biofuels production from instant noodles waste - Biodiesel

Fig. Effects of (A) catalyst concentration, (B) methanol-to-oil molar ratio, (C) reaction 
temperature, and (D) reaction time on biodiesel conversion of used oil isolated from
instant noodl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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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Effect of phosphate salts on the production of bioethanol by mutant strain E. aerogenes SUMI014.

• The fermentation was carried out at 34 °C for 42 h under 150 rpm at pH 7.5 containing  100 g/L  

glycerol as a carbon source.

• The mutant strain E. aerogenes SUMI014 produced 2.83 g/L  maximum amount of bioethanol

Lactate dehydrogenase (ldhA) gene deleted  mutant strain E. aerogenes SUMI014

Production of bioethanol by different recombinant strains of E. aerogenes SUMI1014

4.2 Bioethan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Re-utilization of waste glycerol for continuous production of bioethanol

4.2 Bioethan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Parameters Condition

Strains E. aerogenes ATCC 29007

Dilution rate 0.03 hr-1

Working volume 2 L

Bead volume 400 mL

Feeding media 12 g/L glycerol

Temperature 37 ℃

2

3

4

51

Fig. Schematic diagram of the immobilized cell reactor (ICR), 
which is a type of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CSTR). 1: 
Feeding tank, 2: Feeding pump, 3: Fermentor, 4: Motor, 5: Product 
tank.

<Lee et al., JCP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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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ilization of waste glycerol for continuous production of bioethanol

4.2 Bioethan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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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Continuous production of ethanol by E. aerogenes ATCC 29007 under optimized media conditions in the Immobilized 
Cell Reactor (ICR): (A) pure glycerol and (B) waste glycerol.

(A) Pure glycerol (B) Waste glycerol

Residual glycerol: 0.79 g/L
Ethanol production: 5.38 g/L
Ethanol yield: 0.96 mol EtOH/ mol glycerol

Residual glycerol: 0.35 g/L
Ethanol production: 5.29 g/L
Ethanol yield: 0.91 mol EtOH/ mol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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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actic acid production from mannitol

Fig. Fermentative pathway of mannitol in E. aerogenes for the production of L-lactic acid in aerobic conditions 

<Laxmi et al., EMT. 2017 >

Production of L-lactic acid from metabolically engineere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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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4.3 Lactic acid production from mannitol

Fig. Effect of phosphate salts on the L-lactic acid production by
phosphate acetyl-transferase (△pta) deleted mutant strain of 
E. aerogenes ATCC 29007 at pH 6 for fermentation of 72 h. 

Fig. Production of the L-lactic acid by phosphate acetyltransferase 
(△pta) deleted mutant strain of E. aerogenes ATCC 29007 
running bioreactor for 84 h at pH 6. 

Production of L-lactic acid from metabolically engineered strain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4.4 1,3-propanedi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Effects of fermentation
Aeration condition
Culture initial pH
Substrate initial concentration
Salts (NaCl & KCl) contents

1,3-PDO concentration (g/L)
 1,3-PDO yield (mol/mol)
 Cell growth (ODnm600 value)
 Glycerol consumption (g/L)

Batch Fed-batch

Glycerol residue (g/L)
 Cell growth (ODnm600 value)
 1,3-PDO concentration (g/L)
 By-products concentration (g/L)

fed-batch strategy
Initial working volume 
Feeding times & feeding volume
feeding concentration 
feeding interval 

Inhibitory 
Effect

Product
Improvement

1,3-PDO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in batch culture.



- 130 -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Culture time (h)

0 12 24 36 48 60 72

G
ly

ce
ro

l c
on

ce
nt

ra
tio

n 
(g

/L
)

0

10

20

30

40

50

60

70

Pr
od

uc
t c

on
ce

nt
ra

tio
n 

(g
/L

)

0

8

16

24

32

40

48

56

O
D

nm
60

0

0

2

4

6

8

10

12

14

Glycerol 
1,3-PDO 
2,3-BDO 
Lactic acid 
Ethanol 
ODnm600 

54 h
FED-batch process 

Fig. Optimization of culture time in fed-batch performance of 1,3-PDO production.

4.4 1,3-propanedi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1,3-PDO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in batch culture.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4.4 1,3-propanediol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Fig. Fed-batch fermentation of 1,3-PDO production with 
increased initial working volume. Initial substrate 
concentration: 20 g/l, initial working volume: 3 L;100 ml 
concentrated substrate (400 g/l) was fed from 6 h to 48 h 
cultivation with 6 h interval

Fig. Fed-batch fermentation of 1,3-PDO production with high 
concentration feeding. Initial substrate concentration: 20 g/l, initial 
working volume: 3 L; 100 ml concentrated substrate (600 g/l) was fed 
from 6 h to 48 h cultivation with 6 h interval.

1,3-PDO production from crude glycerol in fed-batch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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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ulose was produced first time by 
Montgomery and Hudson (1930)

Lactulose (ketose) is an isomer of lactose (Aldose)

Lactulose is not metabilized by human 
digestive enzymes

→ metabilization by colonic flora in large intestine
Galactose Fructose

Fig. Chemical structure of lactulose.

Lactulose

4.5 Lactulose production from whey lactose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Fig. Schematic top view of the microchannel structure. The black areas represent the 12   
microchannels and 2 basins, and the flow inlet and outlet are shown in grey. 

Continuous synthesis of lactulose

4.5 Lactulose production from whey lact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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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Effect of flow rate (A) and continuous process (B) on lactulose synthesis using the pretreated β-galactosidase MWNTs-microreactor.
(A); Continuous flow reactions were conducted at different flow rates (1.0-10.0 μl/min) and at 47 °C, 

and substrate was 20% (w/v) whey lactose  and 20% (w/v) fructose in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5)
(B); Continuous synthesis was conducted at 47 °C and at a flow rate of 1.0 μl/min using 20% (w/v) whey lactose 

and 20% (w/v) fructose in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5)

1.42 g/l

Continuous synthesis of lactulose

4.5 Lactulose production from whey lactose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The KU and GIEC Joint Symposium on Lignocellulosic Biofuel 

The KU and GIEC Joint Symposium on 

Lignocellulosic Biofuel 

•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Guangzhou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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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U and GIEC Joint Symposium on Lignocellulosic Biofuel 

Proposal for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under the NRF-NSFC Cooperative Program

Main Engineering Sub Biological Engineering

Studies on organic solvent biosynthesis with lignocellulosic materials by producing High-efficient, 

Multi-functional and diverse enzymes in industrial microbe such as yeast and Corynebacterium

From 2012/07/01 to 2014/06/30 ( 2 years)

1.  Research Field

2.  Title of Research Project

3.  Duration of Project

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The KU and GIEC Joint Symposium on Lignocellulosic Bio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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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Bioprocess Engineering Lab. 



주관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화장품 산업의
한중 협력 방안의

새로운 모색

关于化妆品产业
中韩合作方案的新探索

2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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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 화장품 온라인 시장 분석

신진희
피앤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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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trends in Korean industry
via big data based on clinical testing

Jin Hee Shin Ph.D.
P&K SRC

Cosmetics in Korea

Sou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most exciting beauty markets.

South Korean-branded cosmetics labels (K-beauty) have earned popularity, 
particularly within Asia, with the rise of the country’s cultural presence, 
otherwise known as “hallyu,” and continue to attract image-conscious local 
consumers and foreign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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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 the global cosmetics market

① World Cosmetics Market

② Korea in the global cosmetics market (market share 8th)

Americas 

119,690 

Asia Pacific 

116,971 

Europe 

94,156 

Middle East 

and Africa 

20,828 

Americas Asia Pacific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 (2015y) World Cosmetics Market Size
$ 351.6 billion

- 4.8%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US $ 335.6 billion)

√ (By region) America has the largest share (34%)

- The Asia-Pacific region ranked second (33.3%)

(출처: 2016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진흥원), Euromonitor 자료)

√ (Market size by country) The United 
States (18.7%) and China (12.5%) led the 
cosmetics market
- South Korea's $ 10.6 billion, accounting 

for 3% of the world market

Export and Import of cosmetics in Korea

Trade surplus surpasses 3 trillion - Maintains fast growth!!

▶ (Export) China($ 1,569.71 million), Hong Kong ($ 1,240.9 million), U.S. ($ 346.97 

million), Japan ($ 182.67 million)

▶ Diversification of export area:  France (138.4%), Italia (246.6%), Spain (276%)

▶ (Import) France ($ 293.81 million), U.S. ($ 293.46 million), Japan ($ 170.56 million), 

Italia ($ 47.75 million), England($ 46.18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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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Cosmetics 

Cosmetics in Korea ar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fall under two categories: functional cosmetics and regular cosmetics. 

Functional cosmetics, which initially was comprised of whitening, anti-wrinkle, and 
sunscreen & tanning products, recently have been extended to 11 categories including 
hair dye products and hair loss prevention cosmetics. 

MFDS reviews only functional cosmetics for pre-market approval. 

Hair dye, Hair removal agent, Hair loss prevention, Acne, Stretch Mark, Atopy

Whitening        Anti-wrinkle      Sun care

Functional cosmetics (Cosmeceuticals)

Production of Functional cosmetics

▶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cosmetics increased by 15.25% to 2015y, 

4,444 billion won.

▶ It has been showing growth rate steadily at 20.06% in the last five years.

▶ In particular, whitening functional cosmetics production was 580 billion won, 

up 62.90%

2011y 2012y 2013y 2014y 2015y 2016y
2016y
Market
Share

Total 1,642 2,148 2,564 2,974 3,856 4,444 34.04

Complex
Functionality 594 780 1,226 1,644 2,098 2,233 17.1

Wrinkle 
improvement 323 667 690 752 1,009 1,146 8.78

UV-rays
Interception 414 403 381 341 393 486 3.72

Whitening 311 299 267 238 356 580 4.44

(Unit :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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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rofile

Korean women use 27 cosmetic products per month on average. 
South Korean women follow multi-step skincare routines, involving cleansers, essences, 
and ampoules. Skincare (7.1) represented the largest majority of these 27 cosmetics 
products, followed by color cosmetics make-up (4), body care (4), hair care (3.3), base 
make-up (3), cleansing (2.8), nail care (1.9) and fragrance (1.2).

Korean men use 13.3 grooming products on average per month, including skin care 
(3.6), hair care (3.2), body care (3), cleansing (1.2), shaving (0.9), and fragrance cosmetics 
(0.8).

The aging consumer demographic in Korea should also be highlighted as a 
key market for the beauty industry. The share of Korean urban women aged 50-65 
climbed to 29.0 % in 2015 from 22.8% in 2010. The total average expenditure on 
cosmetics products for women aged 50-65 reached USD 59.1 – which is 46% higher 
than the overall average expenditure. This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will be a 
crucial contributing factor to invest in sophisticated cosmetics.

Korean consumer buying habits are changing; focusing on purpose and functionality 
rather than brand awareness. 

Consumer profile

Sharing experiences and know-how of daily life such as fashion, restaurant, cosmetics, 
child care through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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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rofile

Liv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 from MCN products
based on internet broadcasting 

Consumer profile
Urban pollution & Anti-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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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Life Style and diversifying sales channels

SNS

Department stores
& Duty free shops Brand Shop

Drug·Plug shop 

Visit sales

Online visit sales

Confidential

P&K Skin Research Center

Strategic alliance
between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Medical Research Institute 

and Daebong LS

A practiced experience in field
of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cosmetic raw materials over 30 years   

A rich clinical experience



- 144 -

Cosmetics formulation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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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C THE REAL EYE CREAM for FACE

YONKA ELIXIR VITAL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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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레드벨골드리프팅마스크팩

AHC 순면마스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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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P&K Skin Research Center
http//www.pnksk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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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개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감성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 방안)

노호식
수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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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화장품 행정허가 절차 및 
특수화장품 임상관련 주의사항

등서금
중경시 중의원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 행정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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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인천대

한중 
바이오·뷰티산업의 

현황과 미래: 
기술과 경영의 조화

中韩 
生物·美容产业的现状及未来:

技术及经营调和

3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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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뷰티, 관광 산업의 현 주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김창희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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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뷰티, 관광 산업의 현 주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김창희

Changhee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Abstract(초록)

 의료관광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의료관광객들로 하여금 의료, 뷰티 등의 건강증진 

관광, 친환경 광광, 식도락 관광 등 관광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하게 하여 

일반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관광객들보다 2.8배 정도 더 많은 지출을 하게 한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어 지역 발전 및 국가경

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의 의료관광은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빠르게 발전하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17년 4월 기준, 364,189명의 외국인환자가 

방한을 했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 216,657명 (59.5%), 경기도 55,112명 (15.1%), 대구

광역시 21,100명 (5.8%), 부산광역시 17,505명 (4.8%), 인천광역시 12,992명 (3.6%), 

그 외 지역 40,823명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 부산의 경우 비수도권임

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 인천보다 순위를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의료관광 실태 파악 및 핵심 역량 도출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였고, 각 지역의 의료관광을 체험하며 기존 연구로 개발된 평

가항목에 따라 이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대구의 의료관광은 각 기관에 대한 의료관

광객의 직접 이용이 어려우며, 에이전시를 통한 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 판단되었고, 

부산의 경우 대구와 달리 각 기관에 대한 의료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여 에이전시의 

이용 없이 관광객 본인이 직접 계획·방문하는 등 의료관광객의 직접 이용이 주가 될 것

이라 판단되었다. 

Keywords: Medical Tourism; Daegu Medical Tourism; Busan Medical Tourism; 

Visit Survey



- 217 -

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1. 의료 관광의 경영학적 정의와 한국 의료 관광 현황

 의료관광이란 건강 관련 서비스와 시설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시설과 

목적지라 정의되며(Goodrich, 1987), 관광객의 관광 동기로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주

가 되는 관광이라 정의된다(Hall, 1992). 또한 의료관광은 건강과 행복의 추구를 위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가적인 행위이며(Pollock and 

Williams, 2000), 건강과 관련된 동기로 집을 떠나 여행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Ross, 2001). 즉, 의료관광은 전문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수술 및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Gupsta, 2004)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한 모든 형태의 휴양 및 레저 활동(Eric, 1996)을 병행 하는 것으

로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모두 추구하는 관광이다(Lim et al, 2009). 이러한 의료관광

은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술형 의료서비스를 주로 받는 Medical Tourism과 질병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유지를 위한 Wellness Tourism으로 구분된다(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의 의료관광은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15년 29만 6,889

명에 이르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한국 각지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6

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17년 4월 기준, 방한 외국인환자 364,189명 중 서

울특별시 216,657명 (59.5%), 경기도 55,112명 (15.1%), 대구광역시 21,100명 (5.8%), 

부산광역시 17,505명 (4.8%), 인천광역시 12,992명 (3.6%), 그 외 지역 40,823명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외국인 환자 유치수는 284,761명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하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

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은 압도적인 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와 부산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 인천보다 각각 

8,108명, 4,513명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 년도의 실적을 

보면 대구와 부산은 각각 2014년 9,871명 (3.7%)/13,717명 (5.1%), 2015년 12,988명 

(4.4%)/13,028명 (4.4%)으로 당년도 17,701명 (6.6%)/16,153명 (5.4%)의 인천보다 적

은 수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었으나 2016년이 되며 모두 인천을 앞섰다(한국보건산

업진흥원, 2017). 특히 대구의 경우, 중국,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17곳에 해

외 의료 홍보센터의 개설과 러시아 최대 의료관광 대행사인 베르날과 제휴를 맺는 등 

지속적인 해외 홍보 노력으로 2016년, 2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며 부산을 제치

고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대표 의료관광 지역인 대구와 부산을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

하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관광을 체험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작성된 평가

항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관광지를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의 의료관

광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각 지역의 의료관관광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218 -

2. 의료, 뷰티, 관광 산업의 경영학적 평가 항목 설명

 의료관광 평가항목은 편의성, 의료기관, 관광, 숙박시설, 뷰티패키지로 전체 5가지 부

문으로 구성되어있다.

 편의성 항목은 의료 관광객들의 이동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들이며, 의료기관 항목은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정보, 의료시설환경과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숙박시설 

항목은 환자와 환자의 동행자들이 숙박시설 이용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며, 관광 부문

은 음식, 쇼핑, 관광자원 및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평가항목은 온라인상의 정보들을 통해 간접 설문형식 데이터를 수집, 작성되었으

며, 기존 의료시설 선정 및 기존 관광지 선정과 관련된 문항들을 결합하여 정성적 평가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 항목
1. 관광단지 내에서의 이동시간/거리는 합리적인지
2. 길거리 표지판 등의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3. 홈페이지에 해당 관광지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4. 교통이 편리한지
5. 이동 비용이 합리적인지

Table 1. 편의성 평가 항목 

분류 평가 항목

의료정보
1. (오시는 길)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2. 진료 및 수술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3. 의료서비스 비용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의료서비스

4. 의료 기술 수준/전문성 등은 신뢰할 수 있는지
5. 귀국 후/재방문 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6. 의료기관의 규모/진료과목 수는 어느 정도인지
7. 전반적인 의료절차 간편한지
8. 진료 및 수술 가격은 합리적인지
9. 외국인환자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지 
10. 외국인환자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는지
11. 의료서비스 이용 후 추가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료시설

환경

12. 최첨단 의료장비 및 쾌적한 의료시설환경을 갖추었는지 
13. 응급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14. 자체 입원시설이 있는지

기타
15. 숙박시설, 여행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있는지
16. 의사소통이 편한지

Table 2. 의료기관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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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1. 진단 및 검사 안내가 잘 이루어지는지

2. 진단 및 검사 절차가 간편한지

3. 진단 및 검사 가격이 합리적인지

4. 진단 및 검사 대기시간이 짧은지

5. 진단 및 검사 시간이 짧은지

6. 진단 및 검사 담당자가 전문성이 있는지

7. 진단 및 검사 예약이 가능한지

8. 진단 및 검사 결과를 단기에 받을 수 있는지

9. 진단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10. 진단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병원과의 연계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Table 3. 뷰티패키지 평가항목

분류 평가 항목

관광자원 

및

패키지

상품

1. 의료서비스와 스파, 마사지 등 건강관리서비스 및 관광자원을

   결합한 상품이 있는지
2. 매년 다양하게 개최되는 행사와 축제를 잘 활용하는지
3. 자연생태체험, 한국문화체험, 템플스테이체험 등

   자연,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체험투어를 제공하는지
4. 시네마투어, 갤러리투어, 웰빙투어, 야간투어, 역사문화기행 등

   지역의 문화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여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5.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관광객들의 선호에 따른

   쇼핑이 가능한지
6. 지역음식, 특산품 음식 등의 별미와 먹거리타운 조성으로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제공하는지
7.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투어버스가 운행되는지

음식

1. 지역음식, 특산품 등의 별미가 있는지
2. 음식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있는지
3. 환자가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이 있는지
4.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
5. 가격이 합리적인지

쇼핑

1. 특별한 쇼핑거리가 있는지
2. 쇼핑인프라가 충분한지

3. 가격이 합리적인지

4.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

Table 4. 관광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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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 및 대구 실태 분석

 의료관광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의료관광객들로 하여금 의료, 뷰티 등의 건강증진 

관광, 친환경 관광, 식도락 관광 등 관광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하게 한다

(한국관광공사, 2016). 의료관광 목적의 의료관광객들은 일반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

반 관광객들보다 2.8배 정도 더 많은 지출을 하며, 이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

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어 지역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한국관광공

사. 2016). 따라서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도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구 의료관광의 경우, 의료기관과 관광지역이 산포되어 있고 역과 정류장 등에 관광

지에 대한 안내정보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하였다. 특히 

이동을 하여도 각 기관과 관광지에 대한 방향 안내 정보가 부재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에이전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판

단되었다. 또한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안내센터 

등의 부재로 외국인 관광객 본인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에이전시를 이용

하지 않는 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대구

의 의료관광은 각 기관에 대한 의료관광객의 직접 이용이 어려우며, 에이전시를 통한 

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 판단되었다.

  부산 의료관광의 경우, 대구와는 달리 의료기관과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다. 부산 역

시 역과 정류장 등에 충분한 안내 정보는 없으나 부산 의료관광재단에서 제공하는 의

료관광지도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정보 없이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도보로도 충분한 이동이 가능하여 외국인 관광

객이 이동간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특히 외

국인 관광객 대상의 종합정보센터가 단지 내에 위치하여 사전의 충분한 준비 없이도 

상담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지역관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병

평가 항목
1. 스파, 마사지 등 웰니스 시설을 갖춘 숙박 패키지가 있는지
2. 환자가 잘 쉴 수 있는 환경인지
3.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관련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지
4. 환자들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5.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6. 주변 관광자원들과의 거리/이동시간은 어떤지
7. 숙박비용이 합리적인지
8. 교통이 편리한지
9. 의사소통이 편한지

Table 5. 숙박시설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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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약, 통역 등의 다양한 서비스 또한 이용 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에이전시를 이

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의료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결론적으

로 부산의 의료관광은 대구와 달리 의료관광객이 에이전시를 없이도 충분한 직접 이용

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취합한 간접 설문형식의 데이터 수집과 의료시설 및 

관광지 채택에 대한 기존 문항들의 단순 결합으로 작성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정성적 

평가만이 이루어졌다. 둘째, 시간, 예산 등의 제한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의료관광을 충

분히 체험하고 조사할 수 없었으며, 관광객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한 충분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에 적합한 계량적 설문문항을 이용한 평가가 필요하며, 충

분한 의료관광 체험을 통한 보다 실질적인 조사와 의료관광객 및 병원장, 의료관광산업 

내부 이해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현 의료관광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구하고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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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疗, 美容, 观光产业的现状：从经营学角度分析 

仁川大学校 经营学部 김창희（金昌熙）

Changhee Kim, Incheon National University Business School

 Abstract(摘要)

    医疗旅游是指为寻求健康生活的医疗旅游游客提供在旅游区的医疗、美容、健康促
进旅游，环保旅游，美食旅游等各种服务和产品，支出大约为一般的观光旅游的2.8倍。

它能对经济造成显著影响并创造更多就业机会，有助于区域发展和提高国家竞争力，并
巩固其作为未来高附加值产业的地位。

    韩国的医疗旅游产业自2009年医疗法修订后得到了显著的发展。韩国保健产业振兴
院在2016年对吸引外国患者的设施调查显示，2017年4月共有364,189名外国患者来
韩，其中首尔特别市216,657名(59.5%),京畿道55,112名(15.1%),大邱广域市21,100名 
(5.8%),釜山广域市17,505名(4.8%),仁川广域市12,992名(3.6%),其他地区40,823名 
(11.2%)。其中大邱、釜山虽然不属于首都圈城市，仍比首都圈城市仁川排名更高。

  因此在本研究中，我们直接访问了这些地区，以确定医疗旅游的情况，找出这些地区
的核心竞争力，并体验了各地区的医疗旅游，并根据现有研究开发的评估项目进行了评
估。调查结果显示，大邱的医疗旅游产业中，医疗观光客们要想直接享受各类医疗机构
并不容易，通常需要通过中介代理。釜山则与大邱相反，医疗观光客们可以很方便地享
受到各类机构的服务，并且不需要通过中介便可直接访问。

Keywords: Medical Tourism; Daegu Medical Tourism; Busan Medical Tourism; 

Visit Survey

1. 医疗旅游的经济学定义和韩国医疗旅游现状

     医疗旅游即为通过改善与健康相关的服务和设施吸引游客的旅游设施和观光地
（Goodrich，1987），并使其成为旅游者的旅游动机（Hall，1992）。此外，医疗旅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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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是一种利用旅游产品和服务使人们从日常生活中脱离出来，追求健康和幸福的休闲活
动(Pollock and Williams, 2000), 广义上被定义为为了追求健康而进行的旅游活动
(Ross,2001)。即，医疗旅游包括了进行专业治疗和提供多种医疗服务(Gupsta,2004)缓解
身心压力等，改善健康状态与休养并行的一种休闲活动(Eric,1996)。是追求医疗和旅游
服务的一种旅游业(Lim et al, 2009)。医疗旅游分为以治疗为目的的旅游（主要涉及国
外的外科医疗服务）和健康旅游（旨在提高生活质量，预防疾病和维持生活质量）（韩
国旅游公社，2016）。

    自2009年医疗法修订以来，韩国医疗旅游业发展迅速，2015年海外医疗游客
296,889人在韩国使用医疗旅游服务，预计将稳步增长（韩国旅游组织，2016年）。韩
国保健产业振兴院在2016年对吸引外国患者的设施调查显示，2017年4月共有364,189

名外国患者来韩，其中首尔特别市216,657名(59.5%),京畿道55,112名(15.1%),大邱广
域市21,100名 (5.8%), 釜山广域市17,505名(4.8%),仁川广域市12,992名(3.6%),其他
地区40,823名 (11.2%)。从调查结果可以看出，首都圈城市（首尔，京畿道，仁川）的
外国患者人数为284,761人，占总人数的78.2％，呈现出首都圈集中现象。其中首尔以
压倒性的优势占据榜首。作为非首都圈城市名列前茅的大邱和釜山也分别吸引了8,108名
外国人和4,513名外国人。在之前，大邱和釜山的数据为2014年9,871名 (3.7%)/13,717

名(5.1%),2015年12,988名(4.4%)/13,028名(4.4%)，不敌仁川的17,701名(6.6%)及16,153

名(5.4%)。但在2016年，它们都领先于仁川（韩国保健产业振兴院，2017）。尤其是大
邱市，随着中国，俄罗斯，越南和菲律宾等17个海外地区的海外医疗促进中心开放，以
及与俄罗斯最大的医疗旅游机构Bernal的合作，在2016年吸引了2万名外国患者，甩开釜
山在非首都圈城市中排名第一。

    在这项研究中，研究人员访问了非大城市地区的主要医疗旅游区大邱和釜山，在每
个地区体验医疗旅游。根据之前研究中创建的评估项目， 本研究的目的是比较两个地区
的医疗旅游情况，并阐明每个地区医疗旅游的特点。

2. 医疗，美容，旅游业从经营学角度的评估项目说明

    医疗旅游评估项目包括便利，医疗机构，旅游，住宿和美容等五大项。

    便利项目即考虑医疗游客的流动，医疗机构项目由医疗服务，医疗服务信息，医疗
设施环境等项目组成。住宿项目则是患者和同行者在使用住宿时要考虑的事项，旅游项
目由食品，购物，旅游资源和旅游产品包装组成。

    该评估项目通过在线收集的间接问卷数据，并结合与现有医疗设施和现有旅游景
点，以进行定性评估。

评估项目
1. 在观光地内部的移动所需时间和距离是否合理

Table 1. 便利性评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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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路标等提供公共信息的设施是否完善
3. 官网上的信息是否完善
4. 交通是否便利
5. 交通费用是否合理

分类 评估项目

医疗信息
1. 来访的道路是否通畅
2. 关于诊疗和手术的介绍是否完善
3. 医疗服务费用介绍是否完善

医疗服务

4. 医疗技术水平、专业性等的可信赖度
5. 回国后/再次访问时是否能享受后续服务
6. 医疗机构规模/诊疗项目数量
7. 整体医疗程序是否简便
8. 诊疗和手术价格是否合理
9. 是否有针对外国患者的定制项目
10. 是否有为外国患者服务的产品助理
11. 接受医疗服务后是否有附加的健康管理项目

医疗设施环
境

12. 是否拥有最先进的医疗设备和舒适的医疗设施环境 
13. 紧急基础设施是否完好
14. 是否有自助入院设施

其他 15. 是否与住宿设施、旅行社有战略合作伙伴关系
16. 沟通是否便利

Table 2. 医疗机构评估

评估项目
1. 诊断和检查介绍是否完善
2. 诊断和检查步骤是否简便
3. 诊断和检查价格是否合理
4. 诊断和检查的等待时间
5. 诊断和检查的时间
6. 诊断和检查的医生专业素养
7. 诊断和检查是否可预约
8. 是否能在短时间内得到诊断与检查的结果
9. 是否能对诊断和检查结果进行咨询
10. 根据诊断结果和测试结果，是否可以通过专科医院接受介入治疗

Table 3. 美容类评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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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釜山和大邱的实际情况分析

评估项目
1. 是否有包括水疗和按摩等健康设施的住宿套餐
2. 是否有利于患者休息的环境
3. 是否具备患者管理的医疗专业知识
4. 是否为患者家属提供舒适的服务
5. 是否提供与旅游有关的介绍
6. 距离周边旅游资源的距离远近/时间多少
7. 住宿费用是否合理
8. 交通是否便利
9. 沟通是否便利

Table 5. 住宿设施评估

分类 评估项目

旅游资源
和配套产
品

1. 是否有结合了医疗保健服务和旅游资源，如保健，水疗，按摩等
的旅游产品
2. 是否每年举办多种多样的活动和节日
3. 是否提供结合自然、传统和艺术的体验之旅，如自然生态体验、

韩国文化体验、寺庙住宿体验等
4. 有各种利用当地文化环境的主题旅游项目，如电影之旅，画廊之
旅，健康之旅，夜间旅游，历史和文化之旅等
5. 是否可以根据喜好在传统市场，百货商店，大型购物中心进行购
物

6. 是否通过当地食品和特色食品形成各种饮食文化

7. 是否有到观光景点的旅游巴士

饮食

1. 是否有当地美食、特产等特色美食
2. 对饮食的介绍是否完善
3. 是否有患者不能摄入的饮食
4. 是否容纳了不同的文化
5. 价格是否合理

购物

1. 是否有购物街
2. 是否有充足的购物基础设施

3. 价格是否合理
4. 是否容纳了多种文化

Table 4. 旅游评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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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医疗旅游是使寻求健康生活的医疗游客在旅游区使用各种服务和产品，如医疗旅
游，健康促进旅游，环保旅游，美食旅游（韩国旅游公社，2016）。医疗旅游游客的花
费是普通游客的2.8倍，因此能对经济造成显著影响并创造更多就业机会，有助于区域发
展和提高国家竞争力，并巩固其作为未来高附加值产业的地位。

    大邱的医疗旅游产业，医疗机构和旅游区分散，没有关于车站和公共汽车站的观光
景点的信息，使用公共交通工具旅行非常不方便。特别是因为机构和景点信息不足，外
国游客很难找到医疗机构。此外，由于没有为外国游客提供与医疗服务有关的独立信息
中心，外国游客除非提前收集足够的信息或通过代理机构，否则很难使用医疗服务。总
而言之，大邱的医疗旅游产业中游客难以直接享受医疗机构的服务，大部分只能通过中
介代理。

    与大邱不同，釜山医疗旅游产业中医疗结构和观光地紧密结合，釜山关于车站和公
共汽车站的信息不充分，但是如果使用釜山医疗旅游基金会提供的医疗旅游地图时，可
以在不使用任何指导信息的情况下享受旅行。特别的是，外国游客综合信息中心位于观
光地内，通过工作人员可以获得足够的医疗服务和当地观光信息，甚至无需准备字典。

还可以享受医院预约和口译等各种服务。与大邱不同，即使不通过中介也可以获得充分
的医疗旅游服务。

    然而，尽管通过直接访问进行了调查，但该研究具有以下局限性。首先，只使用通
过在线问卷收集医疗设施和旅游景点项目的简单评价进行定性评估。其次，由于时间和
预算等限制，不能完全体验该地区的医疗旅游，并且由于游客的不确定性，缺乏通过问
卷调查和访谈进行的充分数据收集。

    在未来的研究中，有必要使用适当的医疗旅游问卷调查项目进行评估，有必要通过
充分的医疗旅游经验进行更实际的调查，并通过采访医疗游客和医院利益相关者等专家
收集充分的信息，需要进一步研究，以寻求有关旅游业的深入意见并发现新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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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S。 1. 중국 화장품시장 동향 

2. 외국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시장 동향  

3. 화장품 지식재산 기본이해 

4. 위조화장품 유통의 악영향 

5. 중국 위조화장품 사건 동향  

6. 위조품 단속 법적 근거 및 구분 

7. 위조화장품 단속사례 

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 인사이트 

1. 중국 화장품시장 동향-젂체규모 

연평균 성장률 21%, 세계 1위 성장률  /  2016말 기준 세계 2위 규모 화장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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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화장품시장 동향-도시별 

5선 도시 화장품 소비증가지수 전년대비 200% 증가  /   
소도시일수록 화장품 소비비율 급격증가 추세 

1. 중국 화장품시장 동향-상표출원 관점 

2008~2015년 전체 

상표출원(신청)량 

성장률 18.5% 

2008~2015년 화장품 

상표출원(신청)량    

성장률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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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시장 동향-국가별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화장품 중국 수입량의 큰 폭 증가 

2. 외국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시장 동향-브랜드별 

2016년 기준 중국인이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Top 10은 모두 외국 브랜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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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브랜드명) 

디자읶권 
(용기) 

특허권 
(내용물) 

저작권 
(제품사진) 

3. 화장품 지식재산 기본이해-지식재산권 

소비자가 ‘적극’ 찾는 위조품 

소비자가 ‘절대회피’하는 위조품  

소비자가 ‘민감하지 않은‘ 위조품 

위조품: 속읷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물품, 흔히 짝퉁으로 불림. OECD 기준에 따르면, 
‘진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제품을 읷컬음 

3. 화장품 지식재산 기본이해-위조품  

소비자의 위조품 경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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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조화장품 유통의 악영향 

고객 클레임 
증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고객대응
&법률 
비용증가 

시장가격
붕괴 

이익감소 

5. 중국 위조화장품 사건 동향-생산지 분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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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위조화장품 사건 동향-판매지 분석 

광동성- 위조품생산 // 후베이성, 절강성 등 위조품 -유통/판매  

6. 위조품 단속 법적 근거 및 구분-구제유형 

800만원 초
과 

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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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조품 단속 법적 근거 및 구분-단속종류 

7. 위조화장품 단속사례① 

단속기관: 광조우공안 / 2018년 7월 / 위조화장품공장 / 마스크팩 28,400장 단속 

단속기관: 광조우공안 / 2018년 1월 / 위조화장품창고 / 35억여원 위조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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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조화장품 단속사례② 

단속기관: 광조우공안 / 2018년 5월 / 위조퍼프공장 / 위조퍼프 23,000개 단속 

단속기관: 심천시장감독국 / 2018년 4월 / 위조포장재공장 / 위조 포장제 단속 

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1) 

后街男孩 湖人 苹果 
뒷골목 남자 호숫가 사람 사과 

 1.중국시장은 중국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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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1) 

 1.중국시장은 중국어가 중요하다 

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2) 

2. 읶기가 없으면, 위조품도 없다 

브랜드 
읶지도 

위조품 
유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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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3) 

3.중국은 거대하다. 위조품단속도 선택과 집중 

海南 

黑龙江 

吉林 

辽宁 

河北 

山东 

福建 

江西 

安徽 
湖北 

湖南 

广东 广西 

上海 

河南 

山西 

内蒙古 

陕西 

宁夏 

甘肃 

青海 

四川 
 

贵州 

云南 

西藏 

新疆 

江苏 

浙江 

北京 

浙江省 广东省 
• 한국 위조화장품의 생산, 물류 

중심지 

• 광조우(广州) 백운구(白云区)는 

한국 위조화장품이 가장 활발이 

생산되는 지역 

•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밀수품이 위조품과 섞이는 주요경로 

• 위조품 단속 시 현지 단속기관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 

• 경제발젂이 활발한 도시가 밀접해 

있는 지역 

• 젃강성의 이우(义乌)시에 위치한 

도매시장은 20년 이상의 발젂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발젂 

• 해외로 수출되는 위조화장품의 

근거지 중 한곳 

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4) 

4.위조품 단속도 젂략이 필요하다. 

상자/설명서 
제조 

내용물 
만들기 

위조 
용기생산 

위조화장품 
완성 

동읷한  
위조공병 
생산 

정품공병 회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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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5) 

5.소송을 두려워하지 마라 

중국, 미국, 일본 민사소송 건수 비교 

읷본 중국 미국 

8. 중국 화장품사업 지식재산보호-INSIGHT(6) 

 6.중국 위조품은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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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市场 K-BEAUTY品牌 

伪造品风险现况及见解 

AMOREPACIFIC China 知识产权组 

                              문병훈（文秉勋） 

2018.09.07 

伪造现场照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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伪造现场照片 

伪造品查处现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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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S。 1. 中国化妆品市场趋势 

2. 外国化妆品品牌在中国市场的趋势  

3. 化妆品知识产权的基本理解 

4. 伪造化妆品流通的负面影响 

5. 中国伪造化妆品案件动向  

6. 查处伪造品的法律根据及区分 

7. 伪造品查获案例 

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 

1. 中国化妆品市场趋势-整体规模 

年平均增长率 21%, 增长率世界第一  /  2016年世界第二大化妆品市场 

中国化妆品市场规模变化（亿元） 



- 275 -

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1. 中国化妆品市场趋势-各城市 

5线城市化妆品消费增长指数同比去年增长200% /   
城市大小与化妆品消费比例增长呈反比关系 

各城市化妆品消费增加比例 

表1.一线到六线城市区分 
城市类型 一线城市 二线城市 三线城市 四线城市 五线城市 六线城市 

城市名 

1. 中国化妆品市场趋势-商标申请 

2008~2015整体商

标申请数增长率达 

18.5% 

2008~2015年 化妆品商
标申请数增长率达到 

20.4% 

中国各年度商标申请数 

各年度中国化妆品商标申请数 

申请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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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外国化妆品品牌在中国市场的趋势-各国情况 

从2015年开始 韩国化妆品的中国出口量出现大幅增长 

表3.各国化妆品中国出口总额,单位：百万美元 

法国 韩国 日本 美国 英国 

法国 
韩国 
日本 
美国 
英国 

2. 外国化妆品品牌在中国市场的趋势-各品牌情况 

2016年 기준 中国人偏爱的化妆品品牌 前10名全部为外国品牌 

百度搜索结果各品牌情况 

兰蔻 
雅诗兰黛 

香奈儿 
悦诗风吟 

雪花秀 

YSL 
雅漾 
迪奥 
兰芝 

欧莱雅 百度搜索结果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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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标权 
(品牌名) 

外观设计
专利权 
(容器) 

专利权 
(内容物) 

著作权 
(产品图) 

3. 化妆品知识产权的基本理解-知识产权 

소비자가 ‘적극’ 찾는 위조품 

消费者 ‘绝对避免’的伪造品 

消费者不敏感的产品 

伪造品: 以欺骗为目的做成正品模样的产品, 通常称为山寨假货. 根据OECD基准, 即
使人误称为“正品”的产品 

3. 化妆品知识产权的基本理解-伪造品  

소비자의 위조품 경계심 消费者对伪造品的警惕心 

消费者“积极”求购的伪造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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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伪造化妆品流通的负面影响 

客户索赔要
求增多 

品牌形象损
害 

回应顾客
&法律方

面
费用增加 

市场价格
暴跌 

利润减少 

5. 中国伪造化妆品案件动向-生产地分析 

85% 

刑事案件发生地分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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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国伪造化妆品案件动向-销售地区分析 

广东省- 伪造品生产 // 湖北省,浙江省等伪造品-流通/贩卖  

6. 查处伪造品的法律根据及区分-类型规定 

800万韩
元 

超
过 

未
满 

民事诉讼 

行政处罚 

刑事处罚 

中国商标法第57条规定的7种侵权类型 

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 
注册商标相同的商标的 

未经商标注册人的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 
商标近似的商标，或者在类似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 
相同或者近似的商标，容易导致混淆的 

销售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的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 
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的 

未经商标注册人同意，更换其注册商标并将该更换 
商标的商品又投入市场的 

故意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行为提供便利条件， 
帮助他人实施侵犯商标专用权行为的 

给他人的注册商标专用权造成其他损害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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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查处伪造品的法律根据及区分-处罚类型 

行政处罚 刑事处罚 

伪造化妆品的基本信息收集 
（涉案企业/调查人员） 

正式调查 
（购入样品/鉴定，查处时间确定） 

审查/行政处罚 
（没收/罚款） 

伪造化妆品的基本信息收集 
（消费者举报） 

-调查涉案企业 
-工商局审查结果，犯罪类型确定 
  刑事案件确定 
-没收，逮捕/刑事拘留 

刑事判决 

徒刑/罚款 

7. 
伪造化妆品查处案例① 

查处机关: 广州公安 / 2018年 7月 / 伪造化妆品工厂 / 面膜 28,400张 查获 

查处机关: 广州公安 / 2018年 1月 / 伪造化妆品仓库 / 35亿元 伪造品 查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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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伪造化妆品查处案例② 

查处机关: 广州公安 / 2018年 5月 / 伪造粉扑工厂 / 伪造粉扑 23,000个 查获 

查处机关: 深圳市场监督局 / 2018年 4月 / 假冒包装材料工厂 / 假冒包装制品 查获 

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1) 

后街男孩 湖人 苹果 
뒷골목 남자 호숫가 사람 사과 

 1.在中国市场中文很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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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1) 

 1.在中国市场中文很重要 

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2) 

2. 没有人气的商品便没有假冒 

品牌认知度 

伪造品 
流通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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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3) 

3.中国很大. 伪造品查处有选择和集中地区 

海南 

黑龙江 

吉林 

辽宁 

河北 

山东 

福建 

江西 

安徽 
湖北 

湖南 

广东 广西 

上海 

河南 

山西 

内蒙古 

陕西 

宁夏 

甘肃 

青海 

四川 
 

贵州 

云南 

西藏 

新疆 

江苏 

浙江 

北京 

浙江省 广东省 
• 假冒韩国化妆品生产，物流中心地 

• 광조우(广州) 백운구(白云区)는 

是假冒韩国化妆品最活跃的地区 

• 通过香港地区进入中国的走私物是

混入伪造品的主要渠道 

• 伪造品查处时需要当地查处机关密

切配合  

• 经济发展活跃的城市集中地 

• 浙江省的义乌市的批发市场经过20

年的发展已成为世界上最大的批发

市场  

• 向海外输出伪造化妆品的根据地中

的其中之一 

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4) 

4.伪造品查处也需要策略 

箱盒/说明书制作 

制作内容物 

假冒容器生产 

伪造品完
成 

生产出相同的 
假冒空瓶 

正品空瓶回收 

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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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5) 

5.不要害怕打官司 

중국, 미국, 일본 민사소송 건수 비교 

일본 중국 미국 

8.中国化妆品产业知识产权保护的个人见解(6) 

 6.中国伪造品问题不能只归因于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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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인하대-차하얼학회

글로벌 무역보호주의 
확산과 한중협력의 

새로운 모색

全球贸易保护主义扩散与
中韩合作新探索

4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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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협력 기회

沈国放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회 집행 이사장



- 290 -

   
 “一带一路”和东北亚区域合作机遇 

                     沈国放 

                 (二〇一八年九月) 

 

   非常高兴到韩国仁川来出席这次重要研讨会。这次研讨会主

题的选择和地点的选择都很有意义。 

   当前，全球贸易保护主义正在扩散，它正在损害全球贸易规

则，伤害世界经济,严重扰乱 20 多年来世界发展所依赖的经济全

球化进程。我们必须认真面对，并纠正这一错误的趋势。仁川是

一个重要港口城市，特别是对“一带一路”和海上丝绸之路建设

的推动具有特殊意义。仁川是韩国第二大港口城市，最大的经济

中心，有规模广大的产业经济腹地之称。交通发达，物流仓储设

施齐备，和中国三个城市建立了友好关系。又和中国威海市共同

设计地方经济贸易合作示范区。因此，仁川和威海的合作及至中

国和韩国的合作可以强有力地推动“一带一路”项目的落地和实

施。 

我们中韩两国所处的地区又是全球经济发展潜力最大、增长

速度最快的地区之一。这一地区各国尽管文化和经济发展水平不

一样，但经济相互依赖性极强。因此，“一带一路”倡议对这一

地区的经济合作极为重要并有现实意义，它可以增强朝鲜半岛同

中国东北地区和沿海地区的经济联系，加强半岛与整个东北亚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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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人文和经济交流与沟通。中韩作为这一地区的重要国家，应该

加强沟通共同研究在“一带一路”的平台上我们所面临的新情况、

新问题、新机遇和新挑战。形成互通互联的合作机制，使“一带

一路”在中韩双边的合作中以及使这一合作向东北亚区域合作发

挥强劲的辐射性作用。扩大利益共同点，促进沟通，增进理解。

为振兴东北亚地区经济发展作出贡献。 

 “一带一路”倡议虽然是中国提出，但逐步成为国际公共产

品。它是中国进一步融入世界经济体系,强化与周边国家经济、

贸易和文化合作的客观需要，是影响和优化世界经济社会发展秩

序和格局的一个大手笔，有利于共同发展，民心相通和全球治理，

必将成为世界经济新的增长点。这个倡议不是排他性的，而是包

容性和互补性为重。我很赞同一位专家提出的“一带一路”应遵

循五个不会原则：即不会干涉别国内政；不会输出社会制度；不

会强加于人；不会重复地缘政治博弈的老路；不会成为破坏国际

秩序的小集团。而且总体上仍应以市场为导向，根据对方需求搞

合作，多做各方面互补的项目。 

中国与周边国家尤其可以通过“一带一路”新的开放与合作

平台，建设新的共同发展区，建立新的合作机制，促进新的区域

合作，中韩两国可以在“一带一路”建设方面发挥标杆性作用。 

中韩两国的合作对整个东北亚地区的合作有着重要示范辐

射作用，中国已经是韩国最重要的贸易伙伴国，出口对象国和进

口来源国，韩国已成为中国最主要的进口来源国和最重要投资来



- 292 -

源国之一。中韩两国的经济合作是全方面的迄今是卓有成效的。

今后可在人工智能、大数据、机器人等高科技领域探索新的合作，

潜力是巨大的。韩国的地缘政治、经济实力与文化认同等因素决

定了其是中国“一带一路”建设不可忽视的力量。 

当然，“一带一路”项目合作在东北亚地区的实施也面临着

一些难点。 

首先，朝鲜的核问题，尽管目前大有缓解，但危机的根源还

没有彻底消除。 

第二，美国对“一带一路”倡议的误解和它在这一地区的政

治干扰和军事存在。 

第三，中日韩三个重要国家之间还存在着不同程度的不信任

感。 

我们希望这一地区的三个主要国家应该认真、务实、坦率的

交换看法，朝着建立稳定合作机制的方向努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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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마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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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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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김정은 체제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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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오랜 기간 후계자로 활동 
 

  - 이미 22세인 1964년 당중앙위에서 당 사업 시작 
    * 1964~1966년 김일성 현지지도 31회 수행 
    * 황장엽: “1965년 김일성대 총장으로 김정일이 추천” 
 

  - 1973년 당 부장 취임 

  - 1974년 후계자 공인 (제5기 8차 전원회의)   
    * 이후 ‘당중앙’으로 호칭 
  - 1980년 후계체제 확립 (노동당 제6차대회) 
 

 

 1994년 김일성 사망까지 30년 후계자 수업 

 취약한 정치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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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후계 논의에 부정적 
 

  - 2006년 ‘후계논의 금지 지시’, 2007년 ‘영구집권 의지  
    표명’ 등 장기집권 의지 과시 
 

  - 2008년 8월 뇌졸중 와병으로 80일간 두문불출한 이후 
    후계체제 구축에 박차 
 
 

 2009년 1월 8일 김정은을 후계자로 낙점하는  
  지시문을 조직지도부에 하달 
 

  - 2010년 9월 후계체제 공식화 
    * 44년 만에 노동당 3차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김정일 사망(2011.12.17) 이후 최고사령관직 승계(2011.12.30) 

 

 결국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은 최대 3년에 불과 
 

 
 

 2002년 7.1조치, 2003년 시장의 허용 등 

  개혁적 정책들은 시행과 취소를 오락가락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도 크게 부족 

  - 2009년 화폐개혁은 시작하자마자 실패 

  - 배급은 거의 중단되었으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김정은 체제 출범 직전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겨우 면한 실정 

 

 경제의 혼돈과 정체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1.0% -1.2% 3.1%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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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 

 체제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안보 

내부과제 

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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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안정성 확보가 우선 

 갑자기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세습 권력기반의 공고화 
  - 비록 후계자로 지명되었어도 권력 엘리트들로부터의  

    충성 확보가 필수적 

  - 당·정·군의 최고지도자 직의 조기 승계, 잦은 군부  

    인사 및 숙청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은 실질적인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선포식 
  - 2016년 5월 36년만의 당대회 개최와  

    국무위원장 추대는 공식적인 대관식 

 

  

 체제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안보 

내부과제 

외부과제 

경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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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에서 결정된 김정은 시대의 국가경영 독트린 
 

  - 대내 정치적 안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반주민의 지지(경제성장)와  

    대외 안보(핵, 미사일)에 초점 
 

  - 순서상으로는 

    핵개발을 우선하여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 
 

  - 문책성 해임 6년만에 경제통 박봉주의 총리 재기용 (2013.4) 

 

  경제-핵 병진정책의 등장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김정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의 첫 번째 공개연설 , 2012.4.15) 
 

 

‚자위적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외무성 담화, 2013.2.12) 
 

 

‚지금 적들은 우리의 위성과 핵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그들의 심장속에서  

   로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김정은 , 전원회의, 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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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김정은, 신년사, 2016.1.1) 
 

 

‚최강의 핵 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에 기초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 
   (북한 사회과학원 학보, 2017년 4호)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김정은, 신년사, 2017.1.1)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김정은, 신년사 , 2017.1.1)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강용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북남관계 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김정은, 신년사 , 2018.1.1)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것이다‛(김정은, 전원회의,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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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한계 

 
 

 36년 만에 7차 당 대회(2016.5),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2016.6), 7기 2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2017.10.7) 등을 연달아 개최 
 

  -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를 위한 당과 국가 조직 정비 
 

  - 김여정(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룡해(조직지도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 정경택(국가보위상) , 박광호(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측근들의 전면 배치 
 
 당 중심의 정상국가화 추진 

 
 휴양시설 확충, 주민/군인들과의 친근감 표시 행동,  
  리설주 대동 등 친인민적 시책과 행보 시현을 통한  
  인격적 리더십 과시 

 
 
 

 정치적 안정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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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실험 
  - 2013.2.12 = 3차 핵실험 

  - 2016.1.6 = 4차 핵실험, '첫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  

  - 2016.9.9 = 5차 핵실험 

  - 2017.9.3 = 6차 핵실험, 북한 핵무기연구소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주장 

 

 미사일 실험 
  - 2012.4.13 = 은하3호 발사  

  - 2012.12.12 = 은하3호 2호기 발사 

  - 2016.2.7 = 광명성호 발사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 

 

  - 2016.3.17 =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 발사  

  - 2016.4.23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 2016.6.22 =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2016.9.5 =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 동해상 발사 

  - 2016.10.15 = 중거리미사일 1발 발사 

  - 2017.8.26 = 강원도 깃대령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 2017.8.29 =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1발 발사 

  - 2017.9.14 =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 2017.11.29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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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의 증가 
 

  - 집권전 5년 평균 0.26% → 집권후(2012~2016) 1.24% 
 

    * 2016년 3.9%: 2000년 이후 최고치  
 

 농업 생산 
  - 2010년 411만톤 → 2016년 480만톤 
 
 재정 규모 
  - 2010년 대비 2016년 1.46배 
 

 무역 규모 
  - 2010년 42억불 → 2016년 69억불 
 

 
 
 

 
 

 경제 상황의 개선 

 

                                                                               

                                                                               (단위: 북한원) 

 

 

 

 

 

 
 

 

 

      

자료: 데일리NK 

 환율 

쌀값 

 쌀값 및 환율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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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5) 

항목 응답비율 

하루 세끼 식사 86.9% (2012년 75.4%) 

거의 입쌀 61.4% (2012년 35.7%) 

고기 
섭취 

거의 매일 22.6% (2012년 3.2%) 

주 1~2회 30.8% (2012년 21.6%) 

월 1~2회 35.6% (2012년 46.4%) 

연 1~2회 10.3% (2012년 27.2%) 

 식생활의 개선 

 핵·미사일 개발의 대가 

 핵 보유국가로 인정 대신에  

   오히려 다양하고 심각한 제재에 직면 
  - 미국 군사옵션의 가시화 

  - 중국조차 제재에 동참 
 

 경제제재의 지속적 강화 
  - 경제성장을 위한 외부자본 확보의 실패 
 

 핵·미사일 기술의 경제적 활용 한계 
  - 기술수준 자체의 상이 

  - 민수화할 재원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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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며 붕괴하는 경제 

 최근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은 시장의 허용과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 북한 주민/기업에게 자구적 경제활동 유인으로 작용 

  - 2018년 2월 공식시장 482개, 김정은 시대 최소 26개 신규 

    건설, 109개 확장 (존스홉킨스대학 커티스 멜빈) 
 

  그러나 시스템 차원에서는 이미 붕괴가 시작 
  - 시장 확대, 국영기업의 시장 의존 → 계획경제 시스템의 붕괴 

  - 물주 등장, 초보적 사유화의 진전 → 사회주의 시스템의 붕괴 
 

 게다가 지역간, 계층간 심각한 양극화 발생 
  

 

계층별 월 평균소득 
 

                                                                            (단위: 북한만원) 

 

 

 

 

 

 
 

          자료: 통일부(2014) 

115.8 

52.3 

6.5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소득 양극화 

도시 m2 당 가격(위안) 평당 가격(한국만원) 

평양 5,000~8,000 280~440 

남포 3,500~6,000 194~330 

개성 2,300~4,000 128~220 

                          자료: KOTR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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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5) 

 생활수준의 격차 

항목 
응답비율 

상층 중층 하층 

하루 세끼 식사 90% 87% 63% 

거의 입쌀 100% 66% 29% 

고기 섭취 주 1~2회 이상 85% 42% 7% 

충분한 양, 다양한 음식 86% 44% 7% 

 경제성장의 후퇴 
 

  - 경제성장률: 2016년 3.9% → 2017년 -3.5% 
    * 2017년 광업 생산: 전년대비 11.0% 감소 
    * 2017년 제조업 생산: 전년대비 6.9% 감소 
 

 무역의 감소 
  - 2017년 55.5억달러 
    * 전년(65.3억달러) 대비 15% 감소 
  - 특히 2017년 수출(17.7억달러)은 전년대비 37.2% 감소 
 

 경제제재 효과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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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향의 모색 

 외부환경의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 
  - 햄버거 회담을 거론하면서도 군사옵션의 불배제 

  - 무역봉쇄 수준의 경제제재의 지속적 강화 
 

 중국의 제재 동참 
  - ‚중국의 경제제재 동참은 실로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실로 뼈아픈 것이었다‛(북한인사 , 2018.3) 

  - 2018년 1/4분기 대중 수출액 88% 감소 
 

 한국의 지속적 대화의 장 마련 
 

  -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신베를린 선언(201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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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건의 변화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 인식 
 

 

  - 경제제재 하에서 김정은의 특구정책은 성공 불가능 

 

  - ‚인민경제의 자립성·주체성 강화, 증산절약, 국산화‛ 

     만으로는 경제성장 불가능 

 

  - 게다가 경제제재가 경제봉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핵만으로는 안보 확보 불충분 판단 
 

  - 예컨대, 코피작전에 대한 불안감    
 
 지정학적 이익, 이데올로기 연대 등 
   다양한 외교 전략의 도입 
 

  -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최대한의 이익 추구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 
 

  -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이해한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선 평화체제론에서 후퇴 
 
 미래의 경제적 불안정 요인에 대처 
 

  - 경제제재 강화에 따른 필연적인 경제난 
  - 국가부문의 주도적 역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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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선택의 가시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2018.4.20) 
 

 

 1.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 핵·미사일 시험 

      중지, 북부 핵폐기장 폐기, 핵무기 불사용,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및 핵기술 불이전 
 

 2. 결정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 

“새로운 병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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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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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남북 정상회담 (2018.4.27) 
 
 

  - 남북관계 발전: ①기존 합의·선언 이행, ②고위급대화 조속  
    개최, ③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④다양한 교류협력 
    활성화, ⑤이산가족 상봉행사, ⑥10.4선언 합의사업 추진 및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 군사적 긴장완화: ①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방지, 
    ③국방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 평화체제 구축 : ①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 합의 재확인 
    ②단계적 군축 실현, ③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혹은 4자회담 개최, ④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남북경협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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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강조 

 군의 인력과 자원을 경제건설에 집중 
 

 해외경제학습단 파견 
    - ‚중국의 개방개혁  

       경험을 배우겠다‛  

 

 

 당·군 산하 무역회사 통폐합 
 

 원산갈마 지구의 경우 총리 책임 하의 

    당·정·군 연합지휘부 구성, 목표 할당 



- 349 -

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비해  

  훨씬 늘어난 

  경제특구 

 

 새로운 병진노선에 

  따른 북한식 

  개방의 가능성 

 외국자본의 필요성 인식 

   

 북한 비핵화의 

   진전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신경제지도 구상 
   * 인프라의 중요성 인지 

   * 3대 경제벨트와 

     하나의 시장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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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협력의 필요 

 북한 비핵화는 한중 양국 공동의 이해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 
 

 북한경제의 개방, 개혁 역시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 
  - 중국 동북3성의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 남북경협의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 
 

 따라서 한중 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 
  -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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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조동호（赵东浩） 
梨花女子大学 北韩学科 教授 
国家国防战略研究院 院长 

 

金正恩时代朝鲜经济的变化和 
 

经济合作前景 

 

 

金正恩系统的推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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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正日长期以来一直是接班人 
 

  - 从1964年中期开始参加党中央业务，当时22岁 
    * 1964~1966년 金日成现场指导31次 
    * Hwang Jang-yeop: “1965年金日成推荐金正日为总统” 
 

  - 1973年 就任党组织部长 

  - 1974年 后继者公认 (第5期 第8次 全体会议)   
    * 此后 称为‘党中央’ 
  - 1980年 继仸制度的建立（第6次劳动党会议） 
 

 

 1994年 直到金日成去世  30年继仸者进修 

 薄弱的政治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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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正日否定继仸讨论 
 

  - 2006年 ‘继任讨论禁止指示’, 2007年 ‘表明永久执权意志’ 
等 
     展示了长期执权的意志 
 

  - 2008年 8月 因严重疾病中风80天后  
    促进建立继承体制 
 
 

 2009年 1月 8日 金正恩作为继任者 给组织带来指示 
  - 2010年 9月 继承体制正式设立 
    * 时隔44年工党第三次代表大会  
      金正恩被任命为中央军事委员会副主席 
 

 金正日去世(2011.12.17) 后 最高指挥官的继仸(2011.12.30) 
 

 最终，金正恩的继仸研修只有三年 
 

 
 

 2002年 7.1措施, 2003年 市场许可等改革政策的
反复实施和取消  
 

  - 经济增长的基础设施缺乏 

  - 2009年货币改革一开始就失败了 

  - 供给几乎停止，价格继续上涨 
 

 

 金正恩政权刚刚开始时的经济几乎是最糟的 

 

 经济的混乱和停滞 

年份 2006 2007 2008 2009 2010 
经济增长率 -1.0% -1.2% 3.1%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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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应对 

 体制稳定性 

政治稳定
性 

经济稳定
性 

国防 

内忧 

外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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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优先确保政治稳定性 

 对于突然成为最高领导人的金正恩来说，最紧迫的仸
务是 

  - 即使被称为继仸者，也必须确保权力精英的忠诚 

  - 党，政，军的最高领导职位的早期继承， 

    在这种情况下可以理解频繁的军事人员清洗 

 

 

 2013年 12月 Jang Sung Taek的执行宣告了金正
恩时代已经形成   

 - 2016年 5月 大会36周年和理事会主席仸命的官方仪式 

  

 体制稳定性 

政治稳定
性 

经济稳定
性 

国防 

内忧 

外患 

经济 

核武
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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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年 3月 31日 劳动党中央委员全体会议 

   金正恩时代的国民管理学说 
 

  - 对内政治稳定的任务是  

    继续推进 

    关注公共事业（经济增长） 

    和国防（核，导弹） 
 

  - 优先发展核，为经济增长奠定基础 
 

  - 문책성卸任6年后 Economy of Park Bong-ju 总理 재기
용 (2013.4) 

 

  经济 - 核转移政策的出现 

‚再也不用勒紧裤腰带，尽情享受社会主义的富裕是我们党的决
心。‛(金正恩, 金日成 诞辰100周年 纪念仪式上 第一次公开演说 , 2012.4.15) 
 

 

‚我们的目标是在自卫的基础上集中力量进行经济建设和改善人民
生活。‛(外务省谈话 , 2013.2.12) 
 

 

‚虽然现在敌人害怕我们的卫星和核武器，但他们更害怕我们齐心
协力建设经济、提高人民生活水平、劳动党万岁的声音。‛(金正恩, 

全体会议, 20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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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们党把人民生命问题作为千万国家事务中的第一个国家事务提
出来。‛(金正恩 , 贺岁祝词, 2016.1.1) 
 

 

‚今天，当我们成为最强大的核大国时，我们有充分的条件将我们
的资金和努力集中在以战争强大的武力为基础的经济建设和改善人
民生活的斗争上。‛ 
   (朝鲜社会科学院学报 , 2017年 4号)  
 

 

‚当我今年年初站在这里时，我非常担心如何能够尊重世界上最优
秀的人，他们忠实地信仸我，并一致热情地支持我。‛(金正恩, 贺岁祝

词, 2017.1.1) 

 

‚我在过去的一年中一直在悲伤和感到挫折，今年我会更有动力，
全心全意地为人民做更多的工作。‛(金正恩, 贺岁祝词 , 2017.1.1)   
 

 

‚对战争具有强大而可靠的威慑力，仸何力量都无法扭转...... 现在
丌是倒退的时候了，现在是时候南北坐下来，认真讨论改善南北关
系，并开辟新出路‛(金正恩, 贺岁祝词 , 2018.1.1) 
 

 

‚我将集中精力，建设强大的社会主义经济，通过动员国家的人力
和物力资源，提高人民的生活水平。‛(金正恩, 全体会议,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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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果和局限性 

 
 

 36年间7次党大会(2016.5), 最高人民会议  
  第13届 第4次会议(2016.6), 第7期 第2次党中央委员全
体会议(2017.10.7) 等连续召开 
 

  - 金正恩组织党和国家组织加强独特的制度 
  - 核心助手的安排，如金日荣（党中央第一副主仸），崔龙哈
（组织指导主仸），金英哲（统一阵线负责人），郑庆泽（国家保
卫官），朴光浩（宣传鼓动部长）等 
 

 以党为中心的国有化正常化促进 
 

 扩大娱乐设施，与居民/士兵建立亲密关系，建立领导
地位 

 
 
 

 政治稳定性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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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核试验 
  - 2013.2.12 = 第3次核试验 

  - 2016.1.6 = 第4次核试验, '首次成功进行氢弹实验'  

  - 2016.9.9 = 第5次核试验 

  - 2017.9.3 = 第6次核试验, 朝鲜核武器研究所  "装备有ICBM  

    的氢弹实验成功"  

 

 导弹实验 
  - 2012.4.13 = 银河3号 发射  

  - 2012.12.12 = 银河3号 2号机 发射 

  - 2016.2.7 = 光明星号 发射  

 提高核和导弹能力 

 

  - 2016.3.17 = 弹道导弹 2发 东海上发射  

  - 2016.4.23 = 潜水艇发射 弹道导弹(SLBM) 发射 

  - 2016.6.22 = 中程弹道导弹 2发 发射 

  - 2016.9.5 = 半中程弹道导弹 3发 东海上 发射 

  - 2016.10.15 = 中程导弹 1发 发射 

  - 2017.8.26 = 江原道 短距离弹射体 3发 发射 

  - 2017.8.29 = 平壤市 中程弹道导弹 

                   华城-12型 1发 发射 

  - 2017.9.14 = 中长程弹道导弹 华城-12型 发射 

  - 2017.11.29 = 洲际弹道导弹(ICBM)级 华城-15型 发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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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经济增长率上升 
 

  - 执政前 5年平均 0.26% → 执政后(2012~2016) 1.24% 
 

    * 2016年 3.9%: 2000年以后最高值  
 

 农业生产 
  - 2010年 411万吨 → 2016年 480万吨 
 
 财政规模 
  - 2016年是2010年的 1.46倍 
 

 贸易规模 
  - 2010年 42亿美元 → 2016年 69亿美元 
 

 
 
 

 
 

 经济状况的改善 

 

                                                                               

                                                                               (单位: 朝鲜元) 

 

 

 

 

 

 
 

 

 

      

资料来源 :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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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来源: 首尔大学同意和平研究院 (2015) 

项目 对应比例 

一日三餐 86.9% (2012年 75.4%) 

只吃大米 61.4% (2012年 35.7%) 

肉类摄取 

几乎每天 22.6% (2012年 3.2%) 

每周 1~2次 30.8% (2012年 21.6%) 

每月 1~2次 35.6% (2012年 46.4%) 

每年 1~2次 10.3% (2012年 27.2%) 

 饮食生活改善 

 核武器/导弹开发的代价 

 并没有没认为是核武器持有国，反而因此遭遇许多制
裁 

  - 美国军事选择的可视化 

  - 甚至中国加入制裁 
 

 经济制裁持续加强 
  - 未能获得外部资本以促进经济增长 
 

 核武器和导弹技术在经济方面运用的局限性 
  - 技能水平本身的差异 

  - 缺乏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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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经济增长和崩溃 

 近期经济增长的一个关键因素是激励制度的扩大 
  - 对朝鲜人民和企业而言起到了自救式经济活动的作用 

  - 2018年 2月 官方市场 482个, 金正恩时代最少新建了26个, 
扩张         了109个 (约翰斯·霍普金斯大学 柯蒂斯梅尔文) 
 

  但是从体制上看是崩溃的开始 
  - 市场扩大, 国营企业对市场的依赖 → 计划经济体制崩溃 

  - 资方登场, 初步的私有化进展 → 社会主义体制崩溃 
 

 再加上地域间、阶层间严重的两极分化 
  

 

各阶层月平均收入 
 

                                                                            (单位: 万朝鲜元) 

 

 

 

 

 

 
 

          资料 : 统一部(2014) 

115.8 

52.3 

6.5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收入两极化 

城市 每m2   价格(朝鲜元) 每坪价格(万韩元) 

平壤 5,000~8,000 280~440 

南浦 3,500~6,000 194~330 

开城 2,300~4,000 128~220 

                          资料: KOTR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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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 首尔大学 统一和平研究院(2015) 

 生活水平差距 

项目 
比例 

上层 中层 下层 

一日三餐 90% 87% 63% 

几乎只吃大米 100% 66% 29% 

肉类摄取每周1~2次以上 85% 42% 7% 

多种多样饮食 86% 44% 7% 

 经济增长减慢 
 

  - 经济增长率: 2016年 3.9% → 2017年 -3.5% 
    * 2017年 矿业生产: 同比去年减少 11.0%  
    * 2017년 制造业生产: 同比去年减少 6.9%  
 

 贸易萎缩 
  - 2017年 55.5亿美元 
    * 去年(65.3亿美元) 同比下降 15%  
  - 尤其 2017年 出口额(17.7亿美元) 同比去年下降 37.2%  
 

 经济制裁后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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寻求新方向 

 外部环境变化 

 来自美国特朗普政府的强大压力 
  - 提出汉堡会谈同时不排除军事选项 

  - 在贸易方面加强经济制裁 
 

 中国的制裁 
  - ‚中国参与经济制裁是意料之外的，真的很痛苦。‛(朝鲜人士, 
2018.3) 

  - 2018年 第一季度净出口下降88％ 

      和韩国的持续对话 
 

  - 平昌冬奥会邀请, 新柏林宣言(2017.7)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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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内部条件变化 

 认识到现有增长战略的局限性 
 

 

  - 在经济制裁下，金正恩的特殊政策丌能成功 

 

  - 只通过‚加强人民经济的独立性和独立性，保护生产，实现国产
化‛ 

     增长经济是不可能的 

 

  - 此外，随着经济制裁在经济遏制方面继续加强，严重后果已经开
始出现 

 

  

 只通过核武器加强国防是不充分的 
 

  - 比如, 对于联合国作战的焦虑    
 
 引入地缘政治利益和意识形态团结等各种外交战略 
 

  - 在中国和美国之间寻求最大利益 
 
 
 

 无核化与和平立场的变化 
 

  - 通过韩美联合军事演习退出现有的和平体系 
 

 未来的经济不安定主要因素和对策 
 

  - 经济制裁加强，经济困难丌可避免 
  - 国家部门在复苏中发挥主导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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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战略性选择 

 劳动党中央委员会 第7届 第3次 全体会议 (2018.4.20) 
 

 

 1. 决定书：<为经济建设和核武装力量并行建设中取得重大胜利> 

  - ‚实现核武器的兵器化‛→ 核武器/导弹实验 

      拆除北部核废料，不使用核武器，在任何情况下都不迁移核武   
器和核技术  
 

 2. 决定书: <集中精力建设社会主义经济，以满足革命发展的新的高
层次要求> 

  - 党和国家全体将集中于建设社会主义经济 

“新的并行路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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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济合作前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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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南北会谈 (2018.4.27) 
 
 

  - 南北关系发展: ①执行现有协议和声明, ②高层对话, ③建立朝韩
联合联络处, ④激活各种交流与合作 ⑤离散家庭团聚活动, ⑥10.4宣
言协议项目铁路/公路连接的现代化 
  - 军事紧张局势缓和: ①停止敌对行动, 非军事区和平对话, ②防止
西海和平区建立中的意外冲突,③偶尔举行的国防部长会谈等军事官员
会谈 
 

  - 建立和平体系 : ①重申不使用武力和丌侵略 
    ②逐步实现裁军, ③年终宣言，为建立永久和平制度  
    朝鲜半岛举行三方或四方会谈, ④确定无核化目标 

 韩朝经济合作的新机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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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强调经济 

 专注于经济建设的人力和资源 
 

 派遣海外经济研究组 
    - ‚学习中国改革开放的经验。‛  

 

 

 党/军附属贸易公司和平 
 

 在원산갈마区 由总理负责建立党政军联合指挥部     
分配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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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比金日成、金正日时代 

更大的经济特区 

 根据新的并行路线 

 开放朝鲜 

 认识到外国资本的必要性 

   

 实现朝鲜无核化  
 

 文在寅政府意欲改善 

   南北关系 
 

  新经济制度构想 
   * 意识到基础设施的重要性 

   * 三大经济带和一个市场 
 

 

 

 韩国政府强烈愿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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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需要中韩合作 

 朝鲜无核化 中韩两国共同追求 
  - 为实现完全无核化需要紧密合作 
 

 朝鲜经济的改革开放,会给中韩两国带来积极影响 
  - 可能会深刻影响中国东北三省的经济增长 

  - 南北经济合作会成为中国经济增长的动力 
 

 因此，中韩两国间建立友好沟通和合作关系至关重要 
   - 持续提供可以使朝鲜变化的环境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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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유전자 정보 기반 
디지털헬스 산업의 

한중협력 방안

基因信息基础
数码健身产业的中韩合作方案

5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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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ection Point of 
Genomics Business

최경환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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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기반 오픈플랫폼을 통한 
개인유전체 정보의 활용

박영태
마이지놈박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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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based Storage 

Easy Accessibility 

Maximize the use of data 

World’s First DNA based  
Open Platform/Marketplace 

DNA BASED INDUSTRI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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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MyGenom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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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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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at you can do to increase skin elasticity 
 

1. Avoid losing a large amount of weight in 

a short amount of time. 

2. Drink plenty of water. 

3. Avoid excess sun exposure and apply sun 

block. 

4. Exercise regularly. 

5. Eat your proteins. 

6. Eat and apply Vitamin C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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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100 Apps 

6 Categories 

Exercise/Diet 

Personality 

Research 

Ancestry 

Trait 

Health 

MyGenomeBox App Market 

ANC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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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DORANT 

MORNING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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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TEST 

DNA APP MARKET 

DNA CUSTOMIZED MART 

B2B/B2C MGB 
SERVICE 

UPLOAD/ 
DOWNLOAD 

STORAGE 

DATABASE 

JOIN 
MGB 

System Flow Of MyGenomeBox 

14 

MyGenomeBox Partner 

DNA App 
Partner 

Sequencing 
Partner 

Mart 
Partner 

Core Partnership with MyGenomeBox 

DNA 문자를  
(A,T,G,C)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파트너 

DNA App을  
만드는 파트너 

DNA 기반  
맞춤형 산업을  
만드는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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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equencing 
Partner 

INFORMATION OF DNA TEST  

PARTNER DESCRIPTIONS 

“READY TO USE “DATA FORMAT 

MyGenomeBox Partner 
Core Partnership with MyGenomeBox 

DNA App 
Partner 

DNA APP REPORT 

DNA APP CENTER 

UNIVERSITY/ 
RESEARCH 

ORGANIZATION 

MyGenomeBox Partner 
Core Partnership with MyGenom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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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APP CENTER 
Core Partnership with MyGenomeBox 

Deodorant 

DNA APP CENTER 
Core Partnership with MyGenomeBox 

DNA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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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art 
Partner 

PRODUCT RECOMMENDATION 

SERVICE RECOMMENDATION 

Nutrition Beauty Lifestyle 

MyGenomeBox Partner 
Core Partnership with MyGenomeBox 

20 

Recommended  
Product 

COSMETIC 

A 

Recommend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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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commended  
Product 

WINE Result 

Order 

Recommen
dation 

22 

Recommended  
Service 

SKIN TREAT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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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commended  
Service 

EXERCISE 

“DOCTOR’S SOLUTION” PROVIDER 

EMPOWERED BY 



- 402 -

TV 
HEALTH 

MOVIE 
MUSIC 

MEDICINE 
COMMUNI 

CATION 

FOOD 
COSMETIC 

LEARNING 

ANALYSIS 

SNS 

FASION 

TRAVEL 

SPORTS 

DNA BASED INDUSTRIAL ECO-SYSTEM 

SOCIAL MEDIA 

“THE NEW GENERATION  
OF FACEBOOK” 

BASED ON DNA INFORMATION 

DNA DATA 

SHARE YOUR DNA STORY 

DNA BASED GLOB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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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he First Mover of DNA Open Platform 
Public Relation 

Strategic Alliance with 
Global Genetic / IT Company 

28 

2016.OCT 

International  
Conference/Fair 

ASHG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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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7.JAN 

International  
Conference/Fair 

CES 2017 

30 

2017.JUNE 

International  
Conference/Fair 

CES ASI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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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IG INNOVATION 
AWARD 2018 

Business Intellig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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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LOBAL DNA PLATFORM  

User Diversity 

55Countries 

Branches 

34 

Asia Model Festival 2018 

FACE OF ASI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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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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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society and 

preparations

Jiang Yuan Yuan
Assistant Professor, Medical School, Dal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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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tal Medicine : 
Race for Date

이성인
라이프시멘틱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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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gital Medicine – Race for Data 

Sungin Lee 

1 

Healthcare Paradigm 

 미국, 일본, 한국 등 모든 국가에서 비중이 점진적 

증가 

 고령화, 기술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주요 원인  

                                                (OECD, 

2015년)  

의료비 / GDP 비중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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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Healthcare Paradigm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헬스케어 산업의 단계별 시장 비중변화 

자료 : Seri Report  자료 : IMS Health 
3 

예후관리      비용 절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 건강증진    사고율 저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 

2030 

70% 

KIET, 2016 / KCERN포럼, 2017 
 

4조5천억 50조 

당뇨병 
인구 감소 

국가 
의료비 차이 

문재인케어 
의료적자 절

감 

의료자원 운용의 효율화 

Healthcare Paradig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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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Paradigm 

5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 진료비 시
장  

 연 44.7조 원,  
     전체 진료비의 84.2%차지 (2015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전체 사망의 81.2% 

우리나라 사망원인 구성비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Healthcare Paradigm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자료 : IMS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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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Healthcare Paradigm 

서비스 수가화 (서비스 처방) 준비 중  
 - 2019년 상반기 - 

“디지털 신약＂ 
• 임상시험 : 서비스 효용성 검증 및 마케팅 활용 가능) 

• 인허가 (의료기기) 및 수가화 (최종소비자의 부담 완화) : 2019년 상
반기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국내, 해외 처방 가능한  

급여 품목을 정책적으로 점

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 

디지털 신약 사
례 
 

임상시험을 통한 
효용성 검증  
 수가화 

 Noom의 당뇨관리 App (‘16. Scientific Report) 

- 6개월 이상 앱 사용자 3만6천명의 77.9%에서 체중 감량 효
과 확인.   美CDC 체중감량 통한 당뇨병 예방효과 인정 – 수가
화 2018.1월 

  중국의 의료앱, 웨의 (온라인 의료건강 서비스 플

랫폼) - 중국 2,400개의 병원시스템과 연결, 1억 5천만

명 가입자 보유, 중국 모바일 의료시장 2017년 기준 약 2

조 

 

 원격 모니터링 수가화 연내 예상 

- “세인트쥬드메디컬코리아” 인공심장박동기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 “박스터”의 복막투석기(의료기기)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서비스 처방 
효과 

시력 강화 게임 앱 (독일, 

2014) 

 

모바일 처방전 발행 앱 (미국, 

2014) 

※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진료와는 다른 
개념, 의료계와 정부에서도 필요성 인정 

사고율 저감, 치료 효과 향상 및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운용 효율화를 통한  
국가 의료적자 해소 

개인 국가 

7 

Digital Medicine 

Use digital tools to upgrade the practice of medicine  
to one that is high-definition and far more individualized. 
                                                                                                             

                                                                                                                               - Nature, Digital 
Medicine  

  

의약품에 첨단 정보통신 (IT) 기술 (앱, 웨어러블 디바이스, 챗봇, 게임, 
VR 등)을 접목한 ‘신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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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edicine Market Projection 

 2017년 2.2억달러 

 연평균 16%의 성장 

 2027년 9.8억달러 전망 

글로벌 디지털 신약 시장 규모 전망  

9 

Digital Medicin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 Wireless Medical Devices 

- Mobile medical apps 

- Health IT  

- Medical device Interoperability  

-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AI, Big Data… 
                                                                                                                     - FD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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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Medical software, deemed as traditional medical device 

SaMD Inputs 

Source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Clinical Evaluation 

SaMD Analysis SaMD Outputs  

11 

Critical Success Factor: DATA (PHR)  

Gene Medical Lifelo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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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Success Factor: DATA (PHR)  

Gene Data Medical Data 

Lifelog Data 

Wearable Devices 

Medical 
Org’s 

Sequencing  
Data 

Gene Data Medical Data 

Lifelog Data 

PHR 

Collection 

3 Pillars of Data Integrated/Segmented bydisease, patient 

13 

Critical Success Factor: PHR Platform  

Personal Health Data 

user 

Personal 
Health Data 

Medical Record 

Medical 
Record 

Pharma, R&D 

PHR 
Platfor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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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Integrated PHR Platform 

Health Service  

Genomic Sequencing Analysis Report 

Home Care Service for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Checkup Patients CRM Tools   

Wearable Tracking Device 

. . . 
저장 분석  예측 

DATA 

Gene Data 

Medical Data 

Genomic Data 

15 

PHR 기반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영역 

웰니스영역 

efil genome 

efil diet 

efil check-up 

efil mini 

efil care 

숨튼 

efil thermo 

efil tracker 

efil breath 
efil enfa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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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head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구축 및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SaMD)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Ownership + Use) 

 
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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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 및 한·중 바이오·뷰티 산업

A Digital Medicine – Race for Data 

Sungin Lee 

1 

Healthcare Paradigm 

 美国 日本 韩国等 国家所占比重渐渐增加 

 高龄化 技术发展 对健康的关注增大等重要原
因                                                (OECD, 

2015年)  

医疗费 / GDP 比重发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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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Paradigm 

健康管理方式变化 健康管理产业的个简短市场比重变化 

자료 : Seri Report  자료 : IMS Health 
3 

后续管理      减少费用 提高用户满意度 增强健康    减少事故发生率和提高顾客满意度 

2030 

70% 

KIET, 2016 / KCERN论坛, 2017 
 

4兆5千亿 50兆 

糖尿病患者减
少 

国家医疗投入
差异 

减少医疗赤字 

提高医疗资源使用效率 

Healthcare Paradig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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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Paradigm 

5 

 慢性疾病(非感染性疾病) 医疗费用 
 年 44.7兆韩元,  
     占总医疗费用的84.2% (2015年)  

因慢性疾病死亡  占全体死亡率的
81.2% 

韩国人民各类死亡原因比例 

资料来源 : 统计厅，死亡原因统计 

Healthcare Paradigm 

6 

全球健康管理前景  

资料来源 : IMS 健康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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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Paradigm 

此类项目加入医疗保险准备方案 
 - 2019年 上半年 - 

“数字新药物＂ 
• 临床试验 : 服务可使用性 及 可投入市场) 

• 医疗器械加入医疗保险 并 减少消费者负担 : 2019年 上半年  (信息通信
部, 产业通商资源部, 健康保健公团, 健康保险审查评价院, 韩国保健医疗研究院) 

 “国内外的补贴项目政策呈增
加扩大趋势” 

数字新药物事例 
通过临床试验验证有效

性  
 加入医疗保险 

 Noom的 糖尿管理App (‘16. Scientific Report) 

- 3万6千名6个月以上的使用者中77.9%表示体重成功降低    
- 美国CDC 确认通过减少体重可预防糖尿病– 于2018年1月加
入医疗保险 

 中国的医疗APP, 웨의 (在线医疗健康服务平台) – 

与中国的2400个医院系统连接，拥有1亿5千名会员, 中国
移动医疗市场2017年约2亿 

 预计年内进行远程监视 

- 使用“St. Jude Medical Korea” 人工心脏起搏器进行远程监视 
- “Baxter” 腹膜透析机(医疗器械) 

国内 
事例 

海外 
事例 

服务方案效果 

增强实力APP (德国, 2014) 

 

在线处方APP (美国, 2014) 

※ 远程监视非远程治疗, 需要医学界和政
府的认证 

减少事故率, 提高治疗效果及  
减少医疗费用 

通过提高医疗资源使用效率减少国
家医疗赤字 

个人 国家 

7 

Digital Medicine 

Use digital tools to upgrade the practice of medicine  

to one that is high-definition and far more 

individualized. 
                                                                                                             

                                                                                                                               - Nature, Digital 

Medicine  
  

这种“新药”，结合了先进的信息和通信（IT）技术（应用程序，可穿戴
设备，聊天机器人，游戏，V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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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edicine Market Projection 

 2017年 2.2亿美元 

 年平均增长率 16% 

 2027年 有望达到9.8亿美元  

全球数字化新药市场规模前景 

9 

Digital Medicin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 Wireless Medical Devices 

- Mobile medical apps 

- Health IT  

- Medical device Interoperability  

-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AI, Big Data… 
                                                                                                                     - FD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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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Medical software, deemed as traditional medical device 

SaMD Inputs 

Source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Clinical Evaluation 

SaMD Analysis SaMD Outputs  

11 

Critical Success Factor: DATA (PHR)  

Gene Medical Lifelo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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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Success Factor: DATA (PHR)  

Gene Data Medical Data 

Lifelog Data 

Wearable Devices 

Medical 
Org’s 

Sequencing  
Data 

Gene Data Medical Data 

Lifelog Data 

PHR 

Collection 

3 Pillars of Data Integrated/Segmented bydisease, patient 

13 

Critical Success Factor: PHR Platform  

Personal Health Data 

user 

Personal 
Health Data 

Medical Record 

Medical 
Record 

Pharma, R&D 

PHR 
Platform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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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PHR Platform 

Health Service  

Genomic Sequencing Analysis Report 

Home Care Service for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Checkup Patients CRM Tools   

Wearable Tracking Device 

. . . 
저장 분석  예측 

DATA 

Gene Data 

Medical Data 

Genomic Data 

15 

以PHR为基础的个人健康管理服务 

医疗领域 

健康领域 

efil genome 

efil diet 

efil check-up 

efil mini 

efil care 

Sumteun 

efil thermo 

efil tracker 

efil breath 
efil enfa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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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head 

引入监管Sandbox 

构建和使用数据准则(SaMD) 

 

健康信息的自我决定权 (Ownership + Use) 

 

17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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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Diagnostic 
Market in China

Zhijun Yang
President, Shanghai Fosun Med-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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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AR DIAGNOSTICS IN CHINA 
    ZHI JUN YANG 

行业情况 

• 分子诊断行业规模整体偏小，但增长速度很快。目前国内分子诊断市场规模约20-
30亿（以出厂价格估算），预估2025年将达到100亿以上。 

• 目前分子诊断产品的主要领域为传染病诊断（肝炎、性病、HPV等），遗传性疾病
（地中海贫血、耳聋等）已经崛起，肿瘤诊断和伴随诊断日渐成熟，心脑血管疾病、
精神类疾病的分子诊断即将启动。 

• 国内已经有多家分子诊断为主的公司上市或达到上市规模，如达安基因、华大基因、
贝瑞和康、厦门艾德、潮州凯普、上海透景、北京博奥、深圳亚能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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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政策支持医疗器械创新 

• 国家支持自主创新，医疗器械（包括诊断试剂）已经列入国家规划； 

• 随着经济发展和生活水平的提高，人们对健康的关注度大幅提升，且支付能力大幅
提高； 

• 老龄化人口比例逐渐提升，慢性疾病的早诊、预防、早治成为越来越迫切的需要； 

• 近年来分子诊断的新平台不断涌现，技术风口陆续出现。 

中国分子诊断发展的历史及趋势 

时间阶段 技术平台 疾病领域 代表企业 

1993-2002 传统PCR 肝炎、性病 复星医药 

2002-2010 荧光PCR 肝炎、性病 达安基因 

2010-2018 基因芯片 HPV、地贫 凯普生物、亚能生物 

2013-2020 ARMS-PCR 肿瘤伴随诊断 艾德生物 

2015-2022 二代测序 产前诊断 华大基因、贝瑞和康 

2016-2022 自动化实验室 肝炎、性病、HPV 湖南圣湘 

2016-2025 二代测序 肿瘤诊断 燃石生物、思路迪 

2018-2025 二代测序 心血管、精神疾病 

2018-2028 POCT、纳米孔测序 传染病、肿瘤、心血管 

2020-2030  Array Based Techology 药物基因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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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病领域 

• 传染病（肝炎、性病、五大类发热性感染疾病等） 

• 肿瘤（早期诊断、伴随诊断、治疗监测） 

• 优生优育（NIPT、携带基因筛查） 

• 心脑血管（风险基因、药物基因组） 

• 精神疾病（风险基因、药物基因组） 

技术平台发展趋势 

分子诊断平
台技术 

全自动高通
量检测系统 

高精度定量 多重检测 

全自动
POCT 

定量检测 多重检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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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术平台 

• 全自动分子诊断平台； 

• 基于高分辨率溶解曲线的高通量多靶点检测技术； 

• 基于微流控芯片的全自动快速分子检测平台； 

• 基于PCR芯片技术的SNP分型平台； 

• 基于NGS的基因检测平台； 

• 核酸质朴分析平台 

疾病领域与技术平台的结合 

技术平台 疾病领域 产品举例 

全自动平台 肝炎、性病、妇产科疾病 HBV、STD、HPV等 

高分辨率熔解曲线 感染、妇产科疾病、肿瘤 呼吸道病毒、HPV、ctDNA 

微流控芯片 感染性疾病 呼吸道、肠道细菌、病毒 

PCR芯片 心血管、精神疾病 药物基因组 

NGS平台 肿瘤、心血管、妇产科 肿瘤基因、FH诊断、携带基因检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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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结 

• 中国分子诊断市场发展潜力巨大，市场前景广阔 

• 检测技术平台的发展趋势是全自动检测，包括高通量全自动和POCT 

• 传染病、肿瘤、遗传病、产前筛查、心脑血管疾病、药物基因组学等领域是分子诊
断发展的重点领域 

多   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