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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관련 기업리스트

생산실적 상위 10대 기업(2018년도)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한미약품 고혈압치료제 등 www.hanmi.co.kr 경기도

종근당 항암제 등 www.ckdpharm.com 서울

셀트리온 항체 바이오시밀러 www.celltrion.com 인천

대웅제약 간장제 등 www.daewoong.co.kr 경기도

녹십자 백신, 혈액제제 등 www.greencross.com 경기도

씨제이헬스케어 천식, 통증치료제 등 www.cjp.co.kr 서울

유한양행 고혈압치료제 등 www.yuhan.co.kr 서울

동아에스티 동맥경화치료제 등 www.donga-st.com 서울

엘지화학 당뇨병치료제 등 bio.lgchem.com 서울

코스닥 상장기업(기술성평가를 통과해 상장한 기업)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헬릭스미스 유전자치료제 www.viromed.co.kr 서울

바이오니아 유전자신약(SiRNA 기반) www.bioneer.co.kr 대전

크리스탈지노믹스 골관절염신약 www.crystalgenomics.com 경기도

이수앱지스 항체치료제 www.abxis.com 경기도

제넥신 항체치료제, 백신 www.genexine.com 경기도

인트론바이오 항생제 www.intron.co.kr 경기도

레고켐바이오 항체치료제, 항생제 www.legochembio.com 대전

알테오젠 항체치료제 www.alteogen.com 대전

코아스템 줄기세포치료제 www.corestem.com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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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의약품등의 수출입 진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수행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www.krpia.or.kr
신속한 글로벌 신약 도입, 글로벌 기업의 선진기술 전파 및 

네트워킹을 통한 한국 내 보건의료 협력활동 수행

주요 연구기관

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kribb.re.kr
첨단 BT에 대한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 기반 확립과 

기술상용화를 선도

한국화학연구원 www.krict.re.kr
화학 및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화학기술 공공인프라 운영

한국한의학연구원 www.kiom.re.kr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 예방·치료 

기술 개발

국립암센터 www.ncc.re.kr
암 연구 수행 및 지원, 암환자 진료, 국가 암 관리사업 

지원, 암전문가 교육훈련 등 수행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www.konect.or.kr 임상시험 기반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www.ip-korea.org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와 공동 및 단독연구를 통해 

생명공학관련 연구, 교육, 기술 증진

국제백신연구소 www.ivi.int
개발도상국의 고통을 해소하고 세계 공중보건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백신의 개발 및 보급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펩트론 펩타이드의약품 www.peptron.co.kr 대전

아이진 당뇨성망막증 www.eyegene.co.kr 서울

강스템바이오텍 줄기세포치료제 www.kangstem.com 서울

씨트리 펩타이드의약품 www.c-tri.co.kr 경기도

안트로젠 줄기세포치료제 www.anterogen.com 서울

큐리언트 결핵 및 천식 치료제 www.qurient.com 경기도

팬젠 바이오시밀러 www.pangen.com 경기도

바이오리더스 자궁경부암치료백신 www.bioleaders.co.kr 대전

신라젠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www.sillajen.com 부산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백신 www.eubiologics.com 강원도

올릭스 유전자치료제 www.olixpharma.com 경기도

관련 협회·단체

관련 협회

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바이오협회 www.koreabio.org
한국 바이오산업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 수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 www.kpbma.or.kr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수행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www.kdra.or.kr
의약분야 연구개발 선진기술의 도입 및 보급 등을 통해 

의약산업기술 향상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제도·정책·정보교류 등 정부와 협력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