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인이 연간 약 100억원씩 10년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연구에 선정돼 화제를 불러
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동물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사업단장으로 선
정된 충북대 김남형(51.축산학과) 교수.
이번에 김 교수가 선정된 사업은 형질전환동물을 이용한 고부가 신약물질 생산기술과 면
역거부반응 극복을 위한 이종장기 생산기술을 산업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략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과부가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프론티어사업단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데
김 교수가 사업단의 과제기획부터 선정, 평가, 관리 등을 총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김 교수의 사업단은 2011년에 117억원을 우선 지원받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10년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지원사업이다.

복제동물 생산과 관련된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김 교수는 포유동물 발생과정을 이해하고
발생공학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포유동물 배아에서 발생패턴을 규명하고 체외배양과
관련된 연구와 분자발생학적 연구를 하게 된다.
김 교수는 돼지와 소, 생쥐 난자의 초기발생, 미세조작, 체외배양, 유전자 도입, 유전자
발현, 유전자 기능탐색 등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가 연구한 실적을 보면 체세포 기술을 이용해 복제 소(2000년)와 복제 돼지(2003년)를
생산하기도 했고, 형질전환 닭(2004년)과 고양이(2007년)를 생산했다. 현재는 이같은 기
술을 바탕으로 이종간 난소(2006년) 및 정소이식(2008년)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종간 세포이식에서는 생쥐피부에 돼지 정소조직을 이식해 정상적인 돼지의 정자를 생산
하고, 인간의 난소를 skid nude mouse에 이식한후 정상적인 난자를 생산해 내기도 했다.
특허출원으로는 △돼지의 배아 체외배양 방법 △돼지 미성숙란의 체외배양 방법 △돼지
배아의 체외배양 방법 △재조합 생쥐 IL-6의 첨가에 의한 복제란 발생률 개선 세포사멸
억제방법 △정자 미세주입법에 의한 이종 교잡배 생산 △돼지수정란 또는 복제 수정란의
체외수정방법 △소 복제수정란의 체외배양 방법 등이 있다.
현재 김 교수가 연구에 따른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2억9천여만원, 바이오 벤처회사
인 'ACT Korea'을 창업해 16억원의 자금 유치, 국내 최초로 종모우 복제에 성공하는 등
이 분야에 독보적인 연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학측은 김 교수의 연구를 통해 난치병 치료와 이종간 장기이식 등도 가능하게 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김교수는 "신기술을 발굴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물발생공학산업
을 10년내에 세계 3위권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충북대는 김 교수의 사업단에 구조적인 지원과 책임시수를 교무위원급인 3시간으로
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연구장비와 기기, 시설, 인력 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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