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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을 약으로 썼다고?

인류는 안정된 식량을 얻고 여러 가지 노동을 대신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가축

화하였다. 가축이 일반화되면서 약으로 쓰이거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

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래된 동양의 의학서에서는 가축과 야생동물을 이용한

처방이 발견되며, 그 중 일부는 지금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18세기말 인류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던 천연두의 퇴치법인 우두법이 개발된 이래 동물은 백신, 황혈청 

등의 개발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가축들은 인류의 식량공급이

외에도 당뇨병, 수두, 홍역, 풍진, 장티푸스, 일본 뇌염 등에 쓰이는 의약소재로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2. 미래 축산의 중요한 분야, 의축(醫畜)

최근 축산업은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의학과 약학 분야의 노다지로 부상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신약이다. 가축은 형질전환을

통하여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신 중이다.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시장규모 2억 달러(2,331억 원)에 달하는 안티트롬빈(AT Ⅲ)을 생산하는 염소, 시장

규모 119억 달러(14조 원)에 달하는 에리스로포에틴(EPO, 빈혈치료)을 생산하는 

돼지 새롬이, 정맥혈전용해제(tPA)를 생산하는 돼지, 50㎍당 32만원이 넘는 혈우병

치료제인 vWF(폰빌리브란트 인자)를 생산하는 돼지도 이미 탄생하였다.

한편 장기이식기술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증되는 장기공급이 부족하여 

이를 메우기 위한 이종장기의 연구도 활발하다. 이종장기의 생산 연구에는 생리적 

구조와 장기의 크기가 인간과 유사하고 무균화가 쉬운 돼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종장기의 가장 큰 숙제는 면역거부 반응을 없애는 것이다. 형질전환 돼지인 지노,

믿음이, 소망이는 이러한 거부반응의 원인을 제어하도록 개발된 사례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질병에 걸리도록 개발된 질환동물모델은 질병 연구와 의약품 개발에 이용

되고 있다. ‘13년 질환모델 동물의 세계시장 규모는 11억 달러(1조 2,853억 원)이며,

’18년 1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궁무진한 활용이 기대되는 줄기

세포 분야에서도 생쥐와 돼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시사점

축산은 단순히 육류 생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용 신소재 공급원으로서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연구연혁도 짧고 

투자기간과 액수도 한정된 만큼 세계를 노릴수 있는 분야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형질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한 학계, 산업계,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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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축을 약으로 썼다고?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 인류는 안정된 식량을 얻고 여러 가지 노동(勞動)을 대신할 목적

으로 야생동물을 가축화 

○ 사냥의 대상이던 동물로부터 소젖, 양젖, 산양젖 등의 식재료를 

얻고 고기와 모피, 뼈 등을 손쉽게 구할 목적으로 사육을 시작

- 소, 양, 말 등은 젖과 고기, 모피를, 돼지는 고기를, 닭, 오리는 

알을 얻는 목적이 강했으며 고기는 대체로 사냥으로 조달

* 가축은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에서 법적으로 재산권이 인정되었으며

재산이기 때문에 혼례,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고기로 이용

○ 가장 오래된 가축은 소, 돼지로 약 7,000년 전쯤 가축화가 되었고

양, 말, 닭, 오리 순으로 가축화

* 양과 말은 약 5,500년 전, 닭은 약 5,000년 전, 오리는 3～4,000년 전에

가축화 된 것으로 추정

□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 식재료로 이용되어 오면서 가끔은 특정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도 이용

○ 단백질과 무기영양소(미네랄, 광물질) 등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은

고기, 피, 내장을 약처럼 이용하기도 하였음

닭 소 양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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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古代), 생명현상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 

□ 가축이 일반화되면서부터 약으로 쓰이거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활용되기 시작

○ 눈이나 간이 좋지 않을 때 동물의 간을 먹는 것과 같은 민간 

처방 등은 이미 고대 이집트 이전부터 이용

- 대부분 미신과 같은 처방이 많았으나 일부는 사람이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효과로 계속 전승

○ 고대의 철학자들은 자연현상 중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가축을 이용하기도 하였음

- 기원전 5세기 경, 개를 해부하여 시신경(視神經, optic nerve)을 

발견한 그리스의 의사 알크마이온(Alcmaeon of Croton)이 최초

*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해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저서인 ‘동물관측’에

남겼고 에라시트라투스(Erasistratus)는 돼지를 해부해 폐와 호흡기를 발견

- 2세기 경 로마의 외과의사 클라우디오스 갈레노스는 황소, 돼지,

원숭이 등의 해부를 통해 혈관, 장기 등의 역할을 밝혀냄

*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갈레노스가 검투사의 전담

의사로 일할 때는 사망자의 수가 1/15로 줄었다고 함

○ 12세기에 들어 아랍인 의사 아벤조아르(Ibn Zuhr)는 치료법을 

시험해보는 수단으로 동물실험을 처음 도입

에라시트라투스 아리스토텔레스 갈레노스 아벤조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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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동양에서는?

□ 오래된 동양의 의학서에서는 가축과 야생동물을 이용한 처방이 

발견되며 그 중 일부는 지금도 중요하게 취급

○ 중국의 본초강목,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등 중요한 의서를 보면 

동물의 장기, 고기, 피, 뼈 등을 다양하게 이용

- 소, 말, 개, 닭, 오리는 물론 족제비, 호랑이, 뱀 등도 모두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중국, 동남아 등의 중요한 관광상품

고의서에 약으로 쓰인 쥐와 양

▷ 중국의 고의서와 이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고의서에는 동물을 약재로 쓴다는

기록이 많은데 쥐와 양에 대한 내용은 신기하기도 하여 읽어 볼만함

- 쥐는 고기(서육)부터 쓸개, 간, 콩팥, 쥐기름(지방), 쥐가죽, 숫쥐 고환, 똥을 사용하여

찢어진 상처와 그 상처에 생긴 고름, 청각장애, 야맹증 등을 치료한다고 기록

- 양은 면양과 산양(염소)을 합쳐 부르는 말로 양고기, 양피, 양뼈, 양의 뇌와 골수,

양뿔, 갑상선, 발굽고기, 심장, 간, 폐, 신장, 췌장, 위장, 고환, 쓸개, 지방, 양젖,

태반, 방광까지 거의 버릴 것 없이 이용된다고 기록

○ 현재도 중요한 것으로는 곰의 쓸개인 웅담과 소의 결석인 우황,

사향노루의 향주머니(사향), 사슴 뿔(녹용) 등이 있음

- 그 외에 고급향수 재료로도 쓰인 용연향, 코뿔소의 뿔인 서각

(犀角), 호랑이 뼈(虎骨)와 기름 등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음

1g 당 27～87달러의 가치가 있는 용연향

▷ 향유고래가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모아 토해낸다고

알려진 용연향은 현대에는 약재보다 최고급 향수로 취급

- 향유고래의 분비물과 이물질이 결합하여 배설된 이후 몇 년간

바다를 떠돌며 햇빛과 바닷물에 의해 용연향으로 바뀌는데

1파운드(약 453g)당 1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음 용연향을 주운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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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近代), 예방의학 탄생의 주역!

□ 18세기말 인류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던 천연두의 퇴치법인 우두법이

개발된 이래 백신, 항혈청 등의 개발에 널리 쓰이기 시작

○ 제너의 우두법에서 시작된 동물을 이용한 의약개발은 파스퇴르의

광견병 백신(vaccine) 개발이후 예방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

- 박테리아(병원균), 바이러스 등을 약화시켜 대량생산하는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 동물은 백신 개발과 생산의 핵심

* 파스퇴르는 광견병에 걸린 개로부터 얻은 광견병균을 약화시켜 광견병

예방백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신약개발의 효시가 되기도 함

○ 약화시킨 병균을 이용한 예방법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들은 이후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진단할 수 있는 항혈청 개발에 동물을 이용

- 특정 병에 걸렸던 동물에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 개발

○ 1957년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개, 원숭이 등을 사람대신 태운 우주선을 발사

사람 대신 우주를 여행했던 개와 원숭이

▷ 세계 최초로 지구 주위를 돌며 우주를 여행한 생명체는

바로 러시아(舊 소련)의 ‘라이카’라는 믹스견

- 라이카는 57년 11월 스푸트니크 2호 위성에 태워져 우주로
나갔다가 우주에서 죽었으며 1년 뒤 미국에서는 다람쥐
원숭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데 성공

- 최초로 살아서 생환한 동물도 역시 러시아의 개로 1960년
스푸트니크 5호에 태워진 스트렐카와 벨가라는 지구궤도를
17바퀴 돈 다음 살아서 귀환 라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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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現代), 의학발전을 묵묵히 뒷받침

□ 현대에 들어서면서 가축들은 인류의 식량공급 이외에도 의료기술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하였음

○ 1922년에는 개의 췌장에서 채취한 인슐린으로 당뇨병 퇴치의 

길을 열었으며 이후 대량생산을 위해 돼지, 소 등이 이용

- 현재 인슐린을 비롯하여 동물에서 채취하던 몇몇 의약소재 

물질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에서 대량생산

○ 수두, 홍역, 풍진, 장티푸스, 일본 뇌염 등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의무적으로 맞는 백신은 닭의 유정란을 이용해서 생산

○ 시험관시술, 체외수정기법 등은 모두 가축분야에서 이미 연구되고

검증된 기술을 사람에게 맞게 변형한 것

□ 새로 개발된 기능성소재, 의약 후보물질, 향장소재 등의 위험성을 

미리 검증하는데도 활약 중

○ 어류에서부터 포유류까지 다양한 동물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독성을 검사하거나 약의 효능을 검증하는데 이용

동물에서 사전검증하지 않은 의약품의 재앙!

▷ 1930년대 ‘설파닐 아미드’는 폐렴과 뇌막염에 특효약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약으로 페니실린의 등장 이전까지 최고의 명약 중 하나

- 약의 형태가 알약이라 어린이가 먹기 어려우므로 이를 액체로 만들어 먹기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사용된 약을 녹이는 액체 ‘다이에틸렌글리콜’가 문제

- 다이에틸렌글리콜은 자동차의 부동액에 쓰이는 산업원료로 당시에는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먹었던 대다수의 어린이와 노약자 107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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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 축산의 중요한 분야, 의축(醫畜)

BT기술의 모태가 되었던 축산

□ 요즘 전자통신과 함께 연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산업분야는 바로 생명공학(BT)

○ 생명공학은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고 이를 활용하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통칭하는데 BT성립의 일등공신은 바로 축산

* 사람을 대상으로는 어떤 생명실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 곤충을

거친 연구는 결국 축산에서 완성

축산과학이 의학에 미친 영향만 해도?

▷ 2세기 경 갈레노스가 가축을 해부하여 근육의 모양, 근골과 피부, 힘줄 등을

연구한 이래 축산과학은 의학발달에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음

- 1600년대에는 혈액순환, 폐 기능을, 1700년대에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1800년대에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와 예방백신

- 1900년대 항생제의 발견, 내분비계의 이해, 1920년 비타민의 발견, 1930년 신경

활동, 종양(암)바이러스 발견, 1940년 발생학(임신), 1950년 근육 활성조절과 에너지

대사, 청각기관, 1960년 간 기능, 1970년 뇌기능, 면역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

□ 생명공학(BT)기술은 다시 축산업에 접목되면서 의학과 약학

분야의 노다지로 떠오르고 있음

○ 생명공학기술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질전환 가축 생산 분야로 다양한 활용도 때문에 더욱 주목

- 사람을 대신한 약물의 위험도 검사, 신 치료법의 적용, 유용

인체단백질과 인공장기를 생산하는 가축 등 활용분야가 다양

* 2005년 개봉된 영화 ‘아일랜드’에서는 장기이식을 위한 복제인간을 만든다는

설정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으나 만약 대상이 가축이었다면…….



RDA 151호

7

interr●bang

BT기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축

□ 복제 가축의 탄생은 사실 생명탄생을 비밀을 밝히고 싶어했던

과학자의 집념에서 시작

○ 세계 최초로 복제동물을 생산한 공로로 2012년 노벨상을 수상한

존 거든 교수는 최초의 복제동물(개구리)를 만들어 냄

- 개구리의 내장세포에서 빼낸 핵을 막 수정된 개구리 알의 핵과 

대체하여 똑같이 생긴 개구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

○ 계속된 연구는 결국 1997년 영국의 월머트 교수진에 의해 양에서

복제가축을 생산하는데 성공하게 됨(2012년 노벨상 공동수상)

- 이후 생쥐, 젖소, 원숭이, 고양이, 노새, 사슴, 말 등이 탄생하

였으며 현재는 멸종위기 동물 복원에도 사용 중

복제양 돌리 형광발현 고양이 체세포 복제 젖소 복원된 늑대

□ 유전자 조작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질병저항성 가축, 생산성 

증대 가축 등이 개발되다가 최근에는 의료용 가축개발에 집중

○ 1985년 사람의 성장호르몬을 함유한 토끼, 돼지, 양이 개발된 

이후 혈우병치료제, 사람 인터페론 생산 닭 등이 등장

- 의료용 물질 생산가축 이후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가축을 

키워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이식 가축에 대한 연구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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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약생산 가축

□ 가축은 유전자 기술을 접목하는 가축의 형질전환을 통하여, 생리

활성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신 중

○ 형질전환된 염소(Genzyme Transgenic(GTC) 社)의 우유로부터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안티트롬빈(AT Ⅲ)’을 최초로 생산(‘99)

- 안티트롬빈의 세계의 연간 소요량은 약 300kg에 달하며,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달러(2,331억 원)어치

- 미 FDA는 GTC Biotherapeutics(現 rEVO) 社가 이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아트린(ATryn)’을 최초로 허가(‘09)

* 안티트로빈 결핍증세는 유전적으로 2,000∼5,000명당 약 1명에서 나타나며,

rEVO는 앞으로 5년간 4∼5천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

○ 빈혈치료제의 원료인 ‘에리스로포에틴(EPO)’을 생산하는 돼지 

‘새롬이’를 육성해, 관련기술을 민간에 이전(‘06, 농촌진흥청)

- 에리스로포에틴의 시장 규모는 2020년, 119억 달러(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15, Big Market Research)

형질전환 동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약, 왜 중요할까?

▷ 가축을 이용한 인체 유용단백질의 생산은 사람의 혈액에서 정제하거나 세포

배양으로 생산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

- 미생물은 항상 정확하게 사람의 복잡한 단백질을 재생산하기 곤란

- 기존 합성제약은 가공과정에서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완제품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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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폐경색과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의 치료에 쓰이는 tPA(정맥

혈전용해제)를 생산하는 돼지도 탄생(농촌진흥청)

- tPA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혈전 용해제로, ’86년 Genentech 社가

‘볼주머니쥐’로부터 대량 생산(‘08, 한국식품과학회)

- ‘Activase’라는 상품으로 판매되며, ’15년 상반기 매출은 4억 

3,700만 스위스 프랑(5,235억 원) 규모(‘15.7.24, 약업닷컴)

* Genentech 社는 ’09년 ‘타미플루’로도 유명한 스위스의 Roche 社의 자

회사로 편입

‘형질 전환’으로 ‘광우병’도 정복할 수 있다?!

▷ 기린(Kirin)맥주의 자회사인 Hematech 社가 ’06년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 단백질’을 줄인 소를 개발

- 연구팀은 프리온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소의 건강과 성장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06, Nature)

* 기린맥주는 최근 의약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인간

항체 생산용 쥐(TC MouseTM)’도 개발 광우병 저항 소

○ 혈우병 치료제로 쓰이는 vWF(폰빌리브란트 인자)를 젖에서 생산

하는 돼지를 개발(‘04, 농촌진흥청)

- 혈우병(hemoplilia)은 피가 멎지 않는 병으로,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혈액 내 응고인자가 부족하여 발생 

* ’14년 현재 우리나라 혈우병 환자 수는 2,255 명(’15, 한국혈우재단)

- vWF의 가격(실험용)은 50㎍당 250 유로(32만 원), 100㎍당 420

유로(53.5만 원)으로 상당한 고가(BIOPUR 홈페이지)

* 그러나 현재 상업화를 위해서는 돼지의 젖에서 고순도의 혈우병 치료제를

추출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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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줄 이종(異種) 장기

□ 장기이식기술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증되는 장기 공급이 

부족하여 이를 메우기 위한 이종 장기의 연구가 활발

○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공여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으나, 실제

기증자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

-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24,607명에 달하나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0%에 불과(’14, 보건복지부)

* 필요한 장기(臟器)별로 보면, 신장(58.8%), 간장(18.0%), 골수(11.2%), 안구

(6.9%), 췌장(3.1%), 심장(1.4%) 등의 순

- 대기자 수의 증가율(‘00∼’14)은 연평균 12%에 이를 정도로 급격

하게 늘어나는 추세(’14, 보건복지부)

○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대체(代替) 장기로서, 이종장기 

생산용 동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

- 이미 1682년 러시아에서는 사람의 뼈를 대신해 개의 뼈를 이식

하였고, 19세기말 영국에서는 개구리의 피부 이식을 시도

* 이후 1905년 프랑스의 외과의사 Princeteau는 급성신부전증에 걸린 아이의

신장 일부를 토끼의 것으로 교체하는 수술도 실시

‘이종장기 이식’을 받은 최초의 아가는?

▷ 1984년에 태어난 여자 아이(Stephanie Fae Beauclair)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는 운명

- Leonard Baily가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21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됨

- 이후 사망 원인은 개코원숭이는 AB형인데, 아가의 혈액

형은 O형이었기 때문으로 밝혀짐(’85, Bailey) 스테파니 패 보클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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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종 장기 생산에 관한 연구는 돼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세이며, 남아있는 숙제는 면역거부 반응을 없애는 것

- 면역거부는 초급속, 급성 혈관성 거부, 세포 거부, 그리고 만성 

거부 반응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형질전환이 필수

‘이종장기 이식’에는 왜 돼지가 많이 이용될까?

▷ 돼지의 생리적 구조, 장기의 크기가 사람과 가장 유사하고 가축화되어 사육이

쉽고 1년에 2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무균화(無菌化)도 용이

- 기존 ‘침팬지’나 ‘개코원숭이’는 장기의 크기가 작고, O형 혈액형이 거의 없으며,

임신기간이 길고 새끼도 적게 낳으며, 영장류의 전염병이 인간에 전이될 여지도 존재

○ 형질전환의 핵심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반응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09, Bioin)

- 복제 미니돼지 지노(Xeno)는 ‘초급속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것(‘09,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 ‘10년 탄생한 믿음이는 지노(Xeno)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급성

면역 거부 반응까지 방지할 수 있는 장기이식용 돼지

* ’14년 농촌진흥청에서는 2단계(초급성 및 급성 거부반응을 제거) 장기이식용

돼지의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하는데 성공

- ‘11년의 ’소망이‘는 이종 장기 이식 후, 혈액이 굳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성 급성 면역 거부반응을 제어 

지노 믿음이(1, 2) 소망이(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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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인체실험을 대신할 질환 모델 동물

□ 질환동물모델은 사람의 질병이 걸리도록 개발된 동물을 일컬으며,

질병연구와 의약품 개발에 이용하는 분야로 각광

○ 기존에 환자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질병의 

원인, 진행과정, 그리고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

- 사실상 인간과 동물이 동시에 걸리는 병은 1.16%에 불과하므로,

동물의 유전자를 인간이 걸리는 병에 쉽게 걸리도록 조작   

*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자 주입법, 바이러스 감염법, 정자 매개법, 그리고

핵이식법 등이 존재

‘탈리도마이드 사건’ 때문에 ‘질환모델동물’이 나왔다?!

▷ 1957년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라는 성분이 들어간 임산부의 입덧을

방지하는 약(상품명: Contergan)이 판매되면서 “유래없는 동물 시험을 했다”는

문구로 대대적으로 안전성을 광고하였으나…….

- 얼마후 전 세계 46개국에서 1만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나는 부작용이 초래

- 1962년 Grünenthal(제조사)은 개, 고양이, 닭, 햄스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재실시하였으나 이들에게는 어떠한 독성도 보이지 않고 인간에게만 해를 줌

- 이후 이 사건은 동물실험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조직과 흡사한 환경을 만든 질환모델동물이 탄생하는 계기도 됨

○ ’13년 질환모델동물의 세계시장 규모는 11억 달러(1조 2,853억 원)

이며, ‘18년 18억 달러(2조 1,033억 원)까지 성장할 것(’14, 식약처)

- 최근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에 대한 새로운 

질환동물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 

- 미국 잭슨 연구소(The Jackson Laboratory)와 일본의 생물자원

센터는 각각 7천종과 5.1천종의 질환모델동물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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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돼지의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유전정보에 접근

하기가 용이해지면서, 질환모델로서 돼지의 수요가 증가 

- 생쥐가 질환모델동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중요한 인간의 

질병을 모사(模寫)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12, Wei Li)

‘질환모델동물’로서의 생쥐, 무엇이 문제일까?

▷ 대부분의 형질전환된 생쥐가 적용되는 분야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 병,

헌팅턴 무도병 등 인간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집중

- 보다 중요한 문제인 환자들의 뇌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신경세포의 손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

- 예를 들어 돼지, 원숭이에서는 잘 발현될 수 있는 질환(뇌의 축삭변성 및 세포

소멸)이 생쥐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 이는 근본적으로 생쥐 등 소동물은 인간과는 진화과정에서 차이가 크고, 생리

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12, Wei Li et al)

- 돼지는 해부학, 신경생물학, 심장혈관계 뿐만 아니라 유전체의

면에서도 인간과 유사(‘10, Bendixen et al)

* 원숭이 등 영장류에 비해 윤리적 이슈에서 보다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13, Nana Fan & Liangxue Lai)

○ 돼지는 생쥐가 주로 적용되는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중요 질병에 대한 모델까지 영역을 확장

- 헌팅턴 무도병(‘01, Uchida; ’10, Yang)과 알츠하이머병 모델 돼지

(’09, Kragh)가 최근 개발되었고,

-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망막색소변성증, 황반변성증 뿐만 아니라

유방암(‘11, Luo) 모델 돼지까지 탄생

* ’13년까지 세계적으로는 14마리의 질환모델 돼지가 만들어져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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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한 활용도가 기대되는 줄기세포 

□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줄기세포(stem cell) 분야에서도

생쥐와 돼지 등을 이용

○ 학술용어로는 태생기 전능세포(pluripotent cell)라 부르는데 이는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라는 뜻

- 이 줄기세포가 위치한 곳에 따라 눈이 되기도, 뼈가 되기도,

장기가 되기도 하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주목

□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만능유도줄기세포의

3가지 종류로 나뉨

○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성체로 발달하기 위해 만들며 다양한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주목

* 수정란,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음

○ 성체줄기세포는 신체 각 조직에 극소량 존재하는 세포로 특정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음

* 수정란과 관계가 없어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우나 얻을 수 있는 세포

수가 극히 적은데다가 배양이 어렵고 특정세포로만 분화한다는 단점이 존재

성체줄기세포는 처음 들어보셨죠?

▷ 신체의 특정조직 예를 들면 골수, 피부, 후각신경 등에서 끊임없이 자식뻘인

세포를 낳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엄마와 같은 존재

- 생명체가 성장한 이후에도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는데 쓰이는 것이 많으며, 골수

세포는 혈구(피)세포를, 피부줄기세포는 피부를, 후각신경세포는 후각신경을

끊임없이 복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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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일반 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든 것으로 인류의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만큼 대단한 발견

- 원래 일단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가 되면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로 변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

* 2007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팀에서 생쥐로부터 인위적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어 노벨상을 수상

□ 기대를 모았던 유전자치료 등의 발전된 기술이 윤리적 문제, 예측 

불가능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지체되는 와중에 기대주로 부상

○ 인체의 무릎관절, 귀의 고막 등 손상되기 쉬운 부위에는 줄기 

세포를 이용하여 맞춤형 치료가 가능

-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줄기세포 치료제 5종 중 4종이 국산이며  

임상연구는 50건으로 세계 2위 수준(‘15, 동아일보)

* 줄기세포 자체로서도 높은 가치가 있으며, 형질전환을 통해 유용 의료

물질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시스템을 만드는 연구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

○ 또 다른 기대분야는 실내에서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인 인공배양육(人工培養肉)으로 미래 식량원으로 기대

야마나카 신야 줄기세포 치료제 인공 배양육 인공육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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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축산업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

□ 축산은 단순히 육류생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용 신소재 공급원

으로서의 고부가가치 생명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주시

○ 동물생명공학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료생명 소재의 대표 산업의 변모가 기대

- BT뿐 아니라 의학, 약학 등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집중 연구의 필요성이 높음(‘12, 교과부)

○ 또한 동물생명공학은 자원을 보존하고, 기능성 식품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 생명공학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위적 진화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선진국에 뒤처진 만큼 특화된 연구전략이 요구

□ 선진국에 비해 연구연혁도 짧고 투자기간과 액수도 한정된 만큼

세계를 노릴만한 축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

○ 우선 필요한 것은 ‘형질전환’이란 용어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으로 학계, 산업계, 정부의 종합적 노력이 필수

○ 개발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정책도 중요

하며, 농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중소기업 육성도 필요

- 형질전환가축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관리하는 시설과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지역연고 전문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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