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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백신산업인프라구축착착미래성장동력키운다

전남대의생명융합센터개소

화순이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석탄산업과농업위주의산업활동으로지역경제를이

끌어온 화순은 석탄산업이 사양화하고 산업화가 가속화되

자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구축에집중

하고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으로 생물산업을 선택하고 생물산업

연구센터(현 생물의약연구센터)를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설

립함으로써 화순군이 생물산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는

발판을마련했다

여기에 정부의 2005년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구축 사업

으로 ㈜녹십자가 선정됨에 따라 화순이 본격적인 생물산업

의중심지로자리잡게됐다

전국최고백신산업특구지정

화순군은 지난 2006년부터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생물의

약산업단지를조성했으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중심으로

암센터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 진단

과치료 휴양 의료인력의양성이가능한 메디컬클러스터

를구축했다

이와 함께 백신을 생산하는 ㈜녹십자를 비롯해 연구개발

과 비임상 임상 시료 생산이 가능한 전남생물의약연구센

터 비임상 분야 전문기관인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원)헬스케어연구소 KTR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우수한

약재 유통지원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임상(GLP) 임상

(GCP) 제조에 이르는 인프라를 연결해 생물의약산업단지

에 바이오클러스터를구축한다

화순군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

임상(KTR 헬스케어 연구소290억원)시설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해 명실상부한 호남권 최대의 생물의약클러스터를 구

축했다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2010년 11월 전국 최초

의백신산업특구로지정됐다

국내첫백신원액공급신종플루등국가위기극복

화순은의약품연구및개발(R&D)은 물론 전임상 임상

제조시설(GMP)의 모든과정이원스톱으로가능한전국유

일의백신산업의중심지다

생물의약산업단지내 녹십자 화순공장은 지난 2009년 신

종플루가 유행할 때 국내 최초로 백신 원액을 생산공급하

며국가적위기를극복했다 화순읍내평리일원에 539억원

을 들여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단지에는 녹십자

화순공장을비롯한생물의약연구센터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KTR)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등이들어서있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녹십자와 1113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독감 및 수두 백신 등을 포함한 생산

가능 물량이 현재보다 2배 늘어난 1억도즈(dose1회 접종

단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

에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신 5대 강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

면서 화순군은 지난 2016년 12월 836억원 규모의 미생물실

증지원센터를유치했다

올해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사업단(재단법인)을 구성하고 실시계획 등을

추진하고 2018년 상반기 중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 착공

할 계획이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2021년 완공되면 화순

은명실공히백신산업을위한모든인프라를갖춘아시아의

백신허브로거듭날것으로기대된다

화순 백신을전세계에홍보하기위해 2016년 1회 개최한

화순국제백신포럼도올하반기개최될예정이다

첨단의료산업메카의생명복합도시탈바꿈

화순군은특히전남대의과대학이작년 9월부터화순으로

이전하면서화순발전의최대전환점을맞고있다 125억원

을들여전남대의과대학교기숙사건립에착수하는등교

수 연구원 150명과학생 500명이이전하면 2019학년부터

화순캠퍼스에서강의가시작될예정이다

의과대학이 화순으로 이전하면 화순군은 군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대학병원과의과대학이함께있는전국최초의군

으로서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인 의생명복합도시로 탈바꿈

할전망이다 화순나성종기자 nsj@kwangjucokr

2010년 전국첫백신산업특구지정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구축박차

연구개발전임상제조까지원스톱

미생물실증지원센터 2021년 완공

아시아백신허브도약잰걸음

동물대체시험센터준공이낙연 전남지사(오른쪽 두번째)와 구충곤 화순군수(맨 오

른쪽) 등이백신산업투자협약식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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