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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의 빛과 그림자:
생물공학은 4차 산업 혁명에 길을 묻는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과학계와 산업계에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미래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의 삶에 이용될 다양한 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격조정, 음성/지문인식, 로봇, 증강현실 기반 오락 등 다양
한 기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로봇
기반 공장, 생체 질병 신호 인식 첨단 헬스케어, 가상현실 기반 교육 시스템 등 다
양한 분야에의 응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물공학 기반 4차 산업혁명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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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센서/바이오칩을 응용한 첨단 헬스 케어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물질
생산 공정, 생체물질 기반 바이오 로봇 등만이 응용 분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
물공학의 응용성이 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제시한 이들이 IT
분야 관련된 인사들이 많았던 이유도 있고, 생물공학 전공자들이 정확한 응용성을
제시하지 못 한 이유도 있을 것 입니다. 앞으로 생물공학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응용 분야가 많이 제시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생물공학 분야는 각광 받고 빛이 되며, 4
차 산업 혁명에 관련되지 않는 듯 인식되는 기존의 기본 생물공학 분야는 각광받지
못하고 그림자가 될 것 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빛이 되는 분야를 쫓아
서 가는 것이 생물공학의 미래가 될 것 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전공은 바이오센서/나노바이오칩이며, 최근에는 생체물질 기반 바이오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90년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에는 공부해온 바이오리액터 기술, 바이오프로세스 기술, 고
등세포배양 기술은 국내 산업에서 응용성이 없었습니다. 전공이 잘못된 길인가?,
그림자 학문 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새로운 분야인 빛이 될 것만 같은 나노
바이오기술, 바이오칩 기술을 전공으로 바꾸고자 일본에서 박사 학위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최근에는 생체물질 기반 바이오로봇을 국내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연구
하였고, 앞으로는 바이오로봇이 뜨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다른 전공하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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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눈을 돌려 바이오 산업계를 보니, 이러한 첨단 분야는 아직 국내 바이오산업이 성숙
되지 않아 바이오 산업체 발전에 큰 기여를 못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셀트리온 창립 15주년에 갔었습니다. 향 후 1조원 이익을 내겠다는 비전 선포와 현재의 높은 매출액을
보며 정말 큰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 하였습니다. 15년 전에 셀트리온을 보며 생물공정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치 못하리라 생각하며, 바이오리액터 기술은 지난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바이오로
직스 상장과 높은 주가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바이오리액터 기술, 세포 배양 기술, 생물분리공정 등 기본 생물공학
기술들이 정말 산업계에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분야를 잘 가르
치고 연구를 통해 실험 능력도 길러 줄 것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7년 전에 제가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오늘에는 한국 바이오 산업계에서 빛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차 산업 혁명 등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관계없이 기본 생물공학 분야는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0년 뒤
에는 지금의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생물공학 분야는 각광 받지 못하고 그림자 학문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도 기본적인 생물공학 기술은 늘 필요한 기술로 인식되어 산업계에서 빛을 내는 학문일 수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에서 클래식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접할 때 마다 다시 새롭다고 합니다. 기본 생물공학 분야는 클래식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4차 산업 혁명 관련 신규 첨단 생물공학 분야가 연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본 생물공학 분야는 지속
적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새로운 기술들은 빛을 잃을 수 있지만, 오래된 기본 기술들은
늘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래된 것들은 가끔은 바람에 흔들려 청년들에게 그림자로 보
일 수 있지만!
가끔은 생물공학 전공하는 청년들이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왔고, 미래에는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연구를 끝내고 밤에 집에 가며 밤하늘을 보며 별을 셀 수 있는 여유를 부리면
서,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학문/연구의 빛과 그림자를, 우리는 무엇에 길을 물어야 하는가를!

BT News 201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