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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는 과학자의
호기심과 탐구가

우리 미래를
밝힐 것이라 믿습니다

2016년 겨울은 IBS가 설립 5년째를 맞이했던 뜻 깊은 해였습니다.혁신적인 연구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겠 다는 뜻을 담아 출범한 IBS는 담대한 비전을 하나하나 실현하며 국가 기초과학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연구자들의 호기심에 바탕을 둔 실험적·모험적 기초과학 연구를 수
행한 덕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국내외 과학계는 물론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IBS Research Highlights & Analysis, 지식의 풍경’은 IBS 연구단의 연구성과(2012년
~2016년) 중 눈에 띄는 내용을 모아 과학 커뮤니티와 과학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과학
저널에 실린 IBS 연구자들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리서치 하이라이트(Research Highlights)에서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발견한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6개 연구단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다수 창출하였지만, 그 중 IBS 연구기획·조정위원회(Research Advisor)
논의를 거쳐 25개로 추렸습니다. 과학적 탐구심이 빛을 발한 진수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의 새로운
장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생·성장·노화 현상을 조절하는 마이크로RNA, 빛으로 세포를 자유롭게 조절
하는 광유전학의 최전선을 엿볼 수 있으며, 당뇨병, 자폐증, 패혈증 등 질병치료에 활용할 혁신적 발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재와 소자분야 패러다임을 바꿀 원자전선과 여러 2차원 물질의 무한한 가능성도 펼쳐집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초강력 레이저, 생체조직 깊이 관찰하는 이미징 기술, 계산화학을 활용한 메탄가스 분해, 음식과
면역의 상관관계 역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기존 자연과학 경계에 머물지 않는 다학제

한편, 성과 분석(Research Analysis) 장에서는 약 5년간 IBS 연구단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톰슨로이터’가 다양한
지표로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규모는 아직 세계적 연구기관에 이르지 못하지만 연구의 질은 세계 어느 연구소나
대학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IBS는 앞으로도 연구자들의 창의적 호기심이 넘칠 수 있는 연구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연구소가 되고자 합니다.
이로써 IBS는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지식의 허브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과학의 진보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연구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뛰어난 성과지만 이 책에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세계 최고
효율을 기록한 열전소자(사이언스 2015년 4월), 흑린의 2차원 물질인 포스포린의 새로운 물성(사이언스 2015년
8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미세물질’(네이처 머티리얼스 2016년 7월) 등이 대표적입니다.

2016년 겨울,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김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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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성과 25선은 IBS 연구단의 대표성과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IBS 연구단은 대전 본원을 비롯해 서울, 수원, 대구, 울산,
포항, 광주, 부산 등 전국 대학 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생명, 물리, 화학, 수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한
연구단에 여러 연구그룹이 모여 있어, 집단연구와 융합연구의 강점이 잘 발휘됩니다.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
도 특징입니다. 이 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단에서 도출되었던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소개합니다.

1

우수연구성과 25선
01 | 광유전학, 신경세포 자라게 하고 뇌 기억력 높인다

14 | 그래핀 전자피부로 당뇨병 다스린다

02 | 시냅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서 자폐 치료 실마리 발견

15 | 분자 탄생의 순간을 보다

03 | 뇌 속 100조개 시냅스의 조절 원리를 밝히다

16 | 제올라이트로 완벽한 3차원 그래핀 구현

04 | 음식물의 장내 면역 반응 억제 원리 규명

17 | 분자 도넛을 요리하는 방법

05 | 생명 활동의 조절자 꼬리를 드러내다

18 | 메탄가스 분해 성공 원유 대체 물질 기대

06 | 마이크로RNA 탄생의 비밀을 풀다

19 | 전기장 걸면 반도체 되는 그래핀 합성

07 | 1mm 벌레에서 건강한 노년의 힌트를 얻다

20 | 고해상도로 생체 깊이 관찰 암세포 등 질병 조기 진단

08 | 치사율 30% 패혈증 치료 새 길 열었다

21 |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과 옹골찬 토릭다양체

09 | 표적 유전자만 정확히 잘라낸다

22 | 레이저 상전이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구현

10 | 외부 DNA 사용 않고 농작물 유전자 교정

23 | 전자 한 개씩 흘려보내는 원자전선

11 | 세포 내 분자가 지능을 가졌다?

24 | 전자들이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강상관계 물질의 비밀을 푼다

12 | 반도체 없는 전자 회로 탄생 가능성을 보다

25 | 세계 최고 출력 4PW 레이저 구현

13 | 금속산화물 부식반응, 나노입자 활용성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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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x-Loop-Helix)’ 그리고 인간 세포에 존재하는 다중체 단백질

3)

연구진은 설계된 융합단백질을 생쥐의 뇌 세포에 발현시키고 빛

을 조합하여 융합단백질을 만들었다. 이 융합단백질을 실험동물

을 비추자 생쥐의 기억력이 2배 강화됨을 확인했다. 전기 충격

광유전학, 신경세포 자라게 하고
뇌 기억력 높인다

세포에 발현시키고 청색광을 비추면, 빛에 반응해 커다란 단백질

을 받았던 상황에 대한 기억이 빛에 노출되지 않은 생쥐에 비해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복합체 안에 원하는 단백질을 가두면 기능

오래 지속된 것이다. 본 연구는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 내 칼슘이

을 저해할 수 있다. 빛을 끄면 단백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빛을 통해 조절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

빛으로 단백질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것이다.

향후 연구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광유전학 기술들을 이용해

광유도 분자올가미 기술로
세포 내 단백질 움직임과 기능 조절

광유도 분자올가미 기술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다. 이 기술의 재

세포이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기억 및 학습에 관

료로 쓰이는 융합단백질의 구성 요소를 바꾸면, 다양한 종류의

여하는 주요 단백질들의 기능을 밝혀 뇌 과학 연구의 새 장을

단백질에 적용할 수 있다. 기능을 조절하고자 하는 세포 내 특정

열 것이다.

단백질을 청색광 수용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연구자가 원하는 단
백질의 움직임과 기능만을 제어할 수 있는 올가미를 얻을 수 있다.

세포 내 칼슘이온 양
조절하는 광 리모컨

2014년 연구진은 광활성 세포막 수용체 기술을 개발해 신경

청색 빛으로 칼슘채널이 열리
도록 융합단백질을 설계했다.
빛을 이용한 리모컨처럼, 융합
단백질에 청색 빛을 비추는 강도
와 시간을 달리하면, 칼슘이온
의 세포 내 유입량과 잔류 시간
을 조절할 수 있다. 아래 그림
은 광 리모컨 작동 원리에 대한
모식도이다.

세포의 성장과 분화로 이어지는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데 성공

논문정보

했다.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신경영양물질4) 수용체 말

Sangkyu Lee et al., “Reversible protein inactivation
by optogenetic trapping in cell”, Nature Methods,
11, 6, 633-636, 2014

단에 청색광 수용 단백질을 결합시켜, 세계 최초로 빛에 반응
하는 수용체인 광유도 수용체(Light-inducible receptor tyrosine

Ki-Young Chang et al., “Light-inducible receptor
tyrosine kinases that regulate neurotrophin
signalling” Nature communications, 5, 4057, 2014

kinases)를 만들었다. 신경세포에 빛을 비추면 청색광 수용 단백
질과 결합된 수용체가 순식간에 활성화돼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Taeyoon Kyung et al.,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 2+ channels in vivo”, Nature
Biotechnology, 33, 101, 1092-1099, 2015

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경세포에 신경영양물질을
처리하지 않고도 빛을 반복적으로 비추면 신경극이 뻗어나와 분
화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별도 물질 처리 없이 오직 빛을 켜고

광유도 분자올가미 기술(LARIAT)

끔으로써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세포에 빛을 비추면, 단백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서 원하는 단백질을
올가미로 잡아 묶듯 붙잡아 단백질의 이동을 멈출 수 있다.

것이다.

활성화

비활성화
세포막

2016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광유

동물세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허원도

칼슘채널 조절로 생쥐 기억력 강화

전학을 꼽았다. 광유전학은 빛을 이용해 살아있는 생물 조직의

그룹리더 연구팀은 이러한 식물 광수용단백질을 활용해 뇌 신경

이듬해인 2015년, 연구진은 빛으로 살아있는 생체 내 칼슘이온

세포를 제어하고 연구하는 분야다. 광섬유를 이용하여 빛을 뇌

세포뿐만 아니라 일반 세포 내 다양한 단백질 조절로 광유전학

농도를 조절해 연구의 탁월함을 입증했다. 이번에는 청색광 수

조직 속 더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어 뇌 질환 치료에 유용한

응용 분야를 확장해왔다.

용 단백질에 세포막의 칼슘채널을 활성화하는 조절단백질을 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비 침습적인 방식으로 세포 내 특정 위치

허원도 그룹리더는 IBS에 합류 이후 광유전학에 필요한 광학

합시켜 청색 빛으로 칼슘채널이 열리도록 설계했다. 또한, 빛으

에서 단백질 기능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

기술과 단백질 공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 관련 연구성과

로 세포 내 칼슘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며 생쥐의 기억력을 2배

존 약물처리나 전기 자극 방법으로 실험동물이 겪던 부작용도

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014년 6월 네이처 메소드(Nature

가까이 높이는 데 성공했다.

최소화할 수 있다.

Methods)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칼슘이온은 세포성장은 물론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 등 다양한

광유전학은 녹조류에서 청색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인 채널로돕

에 잇따라 연구성과를 게재한 데 이어, 2015년 9월, 빛으로 생쥐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특히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신1)을 동물세포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

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성공해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담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

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기장대(Arabidopsis

탠퍼드대 교수는 2005년 녹조류의 채널로돕신 유전자를 신경세

Biotechnology)의 표지논문을 장식했다.

우 중요하다. 기존에 세포 내 칼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화

thaliana)에 있는 크립토크롬2(Chryptochrome2) 단백질을 사

학물질이 개발됐지만, 농도의 높고 낮음을 가역적으로 조절할

용하였다. 크립토크롬2 단백질은 청색광에 반응하여 CIB1이

포에 발현하여 빛으로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논문 발표 이

Ca2+

칼슘채널

칼슘 채널
활성화 단백질

청색광

광유도 단백질

복합체 형성

1) 채널로돕신(Channelrhodopsin): 녹조류가 청색광에 반응해
주광성(빛을 향하는 성질)을 보이는 데 필수적인 청색광 수용
체 단백질이다. 매우 약한 빛에도 반응한다.
2) 청색광 수용 단백질: 식물은 광합성을 위해 빛에 반응하는 단

라 불리는 짝 단백질과 상호작용한다.

후, 초파리나 꼬마선충 등 실제 생물에 광유전학을 적용한 연구

세포에 빛 비춰 단백질 원격조종

수 없고 광범위한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체모델 내 적용

들이 이어졌다. 2007년, 듀크대의 조지 어거스틴 교수가 채널로

연구진의 광유전학 연구는 자체 개발한 광유도 분자올가미

이 어려웠다.

돕신 유전자를 가진 생쥐를 만들면서 연구자들은 광유전학을 뇌

(LARIAT; Light-Activated Reversible Inhibition by Assembled

설계된 융합단백질은 빛을 받으면 칼슘채널의 개방을 유도, 기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Trap)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이름 그대로 세포에 빛을 비춰 원

존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5~10배 더 많은 양의 칼슘

4) 신경영양물질: 신경세포의 생존과 발달, 기능을 유도하는 단

그러나 채널로돕신은 그 자체가 세포막의 이온채널로, 세포 안

하는 단백질을 올가미로 잡아 묶듯 이동을 잠시 멈추게하는

이온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마치 리모컨으로 전자기

백질이다. 각각의 신경영양물질에 반응하는 광유도 수용체군

팎의 전위차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만 세포의 활성을 유도한다.

기술이다.

기를 켜고 끄거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듯이, 연구진이 만든 융합

때문에 실제 세포 내 수많은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되

연구진은 애기장대 식물에 있는 청색광 수용 단백질2) 중 하나

단백질에 빛의 강도와 노출 시간을 달리하면 칼슘이온의 유입량

는 생명 현상에는 채널로돕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인 ‘크립토크롬2(Cryptochrome2)’와 빛을 받았을 때 이 단백질과

과 세포 내 잔류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그야말로 광(光) 리모컨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식물의 광수용단백질을

짝을 이루는 단백질인 ‘C1B1(Cryptochrome-Interacting Basic-

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다중체 단백질: 여러 개의 소단위(subunit) 단백질들이 자가조
립하여 형성된 단백질. 다중체 단백질은 이를 구성하는 소단위
단백질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달라진다.

이 존재한다.

광유도 분자올가미 기술로
세포의 이동 방향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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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시냅스 간극을 기준으로 시냅스 구조를 전후로 나누었을 때, 아연
Objet

Stranger1

이온은 주로 전시냅스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후시냅스에는 매
우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전시냅스의 아연 이온은 신경전달물질

시냅스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서
자폐 치료 실마리 발견

인 글루탐산과 함께 시냅스 간극으로 방출되며, 일부가 후시냅스
로 유입되어 Src 티로신 인산화효소5)를 통해 NMDAR을 활성화하
WT(정상 생쥐)
Objet

NMDA 수용체 활성정도와 사회성 결여 관계 규명

KO(IRSp53 결손 생쥐)

Stranger1

Objet

Stranger1

고, Shank2와 결합하여 흥분성 시냅스를 안정화한다.
연구진은 자폐 관련 유전자(Shank2, Tbr16))가 각각 결손된 두 가
지 자폐 모델 생쥐를 이용해 후시냅스 내 아연 이온의 양과 사회
성 간 관계를 규명했다. 두 자폐 모델 생쥐 모두 NMDAR의 기능
이 떨어진 상태였다. 연구진은 이들 두 종류의 생쥐에 아연 이온

WT + Memantine
Objet

KO + Memantine

Stranger1

Objet

Stranger1

을 후시냅스로 유입시킬 수 있는 약물인 클리오퀴놀(Clioquinol)7)
을 투여했다. 그 결과, 클리오퀴놀이 전시냅스에 있는 아연 이온
을 후시냅스로 이동시켜, 후시냅스에서 Src 티로신 인산화효소

논문정보

를 통해 NMDAR의 기능을 활성화함을 확인했다. 결핍되어 있

Woosuk Chung et al., “Social deficits in IRSp53
mutant mice improved by NMDAR and mGluR5
suppression”, Nature Neuroscience, 18, 3, 435443, 2015

던 사회성 또한 회복됐다. 이러한 결과는 NMDAR의 기능이 감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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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ae Lee et al., “Trans-synaptic zinc mobilization
improves social interaction in two mouse models
of autism through NMDAR activation”, Nature
Communications, 6, 7168, 20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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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MPEP

IRSp53 결손 생쥐에서 약물처리에 의한 사회성 회복

해 발생한 뇌질환에 클리오퀴놀과 같은 약물이 효과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이 연구는 2015년 5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a. 정상 생쥐(WT)는 물체(object)보다 낯선 생쥐(Stranger1)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위
의 그림에서 푸른색, 녹색, 노랑색, 빨강색 순으로 대상을 탐색하는 시간이 긴 것이다.)
b. IRSp53 결손 생쥐(KO)는 사회성이 결여돼 낯선 생쥐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나, NMDAR
의 기능을 약화하는 약물들(메만틴, 엠펩)을 투여하면 사회성이 개선돼 정상 생쥐와 비
슷하게 낯선 생쥐를 탐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MDAR 기능 정상화로 IRSp53 결손 생쥐의 사회성 회복
연구진은 NMDA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화로 사회성이 결여된 IRSp53 결손
생쥐에 NMDA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하는 메만틴이나 엠펩을 투여하면,
NMDA 수용체 기능의 정상화로 사회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능과 신경 발화(neuronal firing)가 모두 정상이었다. 이로써, 연구

1) NMDAR(N-methyl-D-aspartate receptor; NMDA 수용체):

진은 NMDAR의 활성이 지나칠 때 사회성 결여가 일어날 수 있고,

NMDA는 N-메틸-D-아스파트산염의 줄임말로, 흥분성 시냅

약물을 통해 NMDAR의 기능을 억제하면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
음을 밝혔다.

스의 주요 신경전달물질의 하나인 글루탐산(Glutamic acid)의
수용체다. 뇌 발달 과정에서 NMDA 수용체의 기능 이상은 뇌
졸중, 만성통증과 같은 신경질환 및 자폐증, 조현증과 같은 정

사회성 결여를 보이는 생쥐를 이용해 NMDAR과 사회성의 관계를

2015년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에 게재된

동 등을 동반하는 뇌 발달장애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2%인

규명했다.

이 연구는 NMDAR의 과도한 활성도가 사회성 결여로 이어짐을

약 1억 명이 자폐성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실험대상 생쥐로부터 IRSp533) 단백질을 결손 시킨 후 행

보고했다. 앞서 연구진이 2012년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연구에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폐성 장애를 앓고

동 양상을 분석했다. IRSp53 단백질은 흥분성 시냅스에 매우 많

서는 자폐성 장애의 증상으로 사회성 결여와 반복 행동이 나타난

있는 사람은 국내 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 약 1만 8천명으로 전

은 양이 존재하는데, 자폐성 장애를 지닌 사람들 상당수는 IRSp53

생쥐(시냅스 단백질 Shank24)가 결손된 생쥐)의 NMDAR 활성이 감

체 장애인의 0.7%에 이른다. 현재 자폐증에 효과적인 약물은 없으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의 예상대로

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NMDAR의 활성도가 정상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핵심단백질(scaffolding protein)이

며, 치료 역시 자폐증의 주변 증상을 줄여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IRSp53 결손 생쥐는 자폐성 장애의 핵심 증상 중 하나인 사회성

서 벗어나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사회성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 이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 변이가 자폐증(autism), 조현

실정이다.

결여를 나타냈다. 정상적인 생쥐와 달리 다른 생쥐와 잘 어울리

사회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NMDAR의 기능을 정상 범위로 되

병(schizophrenia)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전문가들은 자폐성 장애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

지 않으려 했고, 생쥐가 상대방을 구분하는 방법인 코를 대고 냄새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니라 다양한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를 맡는 행동 역시 보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IRSp53 결손 생쥐의

한편, 연구진은 후속연구에서 약물 외에 NMDAR을 활성화해 사회

보고 있다. 자폐성 장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명확히 밝혀지지

해마(hippocampus) 부위에서 시냅스의 전기신호를 측정한 결과,

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아연(Zn)에 주목했다. 아연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결핍, 반복 행동, 정신지체, 불안, 과잉행

신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2) 글루탐산(Glutamic acid):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
이며, 신경계의 흥분성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한다.
3) IRSp53(Insulin Receptor Substrate protein of 53 kDa): 흥분
성 후시냅스(excitatory postsynapse)에 다섯 번째로 많이 존재
하는 단백질이며,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및 신호전달 단백질과

환자에서 발견됐다.
4) S
 hank2: 흥분성 시냅스에 존재하는 핵심 단백질로, 최근 인간
의 Shank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자폐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5) S
 rc 티로신 인산화효소(Src tyrosine kinase): 신호전달에 의해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서 시냅스가 지나치게 활성화되거나 억제

NMDAR의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은 사람의 필수 미량 원소 중 두 번째로 양이 많으며, 다양한 단백

될 경우 자폐 증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시냅스의

NMDAR의 기능을 정상화하면 자폐 증상이 감소하는지 분석하기

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연의 결핍은 알츠하이

활성 정도와 자폐 증상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제대로 규명된 바가

위해, 연구진은 IRSp53 결손 생쥐에 NMDAR의 기능을 저하시키

머병, 파킨슨씨병, 자폐, 조현병 등 뇌질환이나 기분장애와 관련이

없었다.

는 약물인 메만틴(Memantine)을 투여했다. 그 결과, 생쥐의 사회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폐 환자에게서 아연결핍이 발견

7) 클리오퀴놀(Clioquinol): 수산화퀴놀린(hydroxyquinoline) 계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김은준 단장 연구팀은 시냅스 활성 정도

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NMDAR의 기능을 간

되거나 아연이 결핍된 실험동물에서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

열의 항생제다. 아연 이온과 배위화합물를 형성하는 킬레이터

를 나타내는 NMDA 수용체(NMDAR) 에 주목했다. NMDAR은 신

접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인 엠펩(MPEP)을 투여했을 때에도 결과

가 많아, 아연과 자폐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

(chelator)이면서, 세포막에서 아연이온을 통과시키는 이온통

경전달물질인 글루탐산2)과 결합하는 수용체 중 하나다. 연구팀은

는 동일했다. 약물을 투여해 사회성을 개선한 생쥐는 NMDAR의

는 밝혀진 바 없었다.

1)

활성화되면 표적 단백질의 티로신 잔기를 인산화하는 티로신
단백질 인산화효소 중의 하나로, 다양한 세포 대사에 관여한다.
6) Tbr1: NMDA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전사인자.

로구(ionophore)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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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뇌 속 100조개 시냅스의
조절 원리를 밝히다

뿐만 아니라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와도 시스 결합해 신경 전

1) 트랜스 결합: 라틴어로 trans는 “on the other side” or “across”

달을 조절하는 현상을 발견하여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반대쪽)을 의미한다. 막 단백질이 서로 다른 세포막에서 존재

Neuroscience)에 연구성과를 게재한 바 있다. IgSF11 단백질은
시냅스 핵심 단백질인 PSD-95와 결합하여 흥분성 시냅스3) 돌
기(spine) 부분에 존재한다. lgSF11 단백질은 AMPA 수용체와
도 같은 막에서 나란히 결합(시스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 새 결합 구조 발견해
신경전달 원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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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A수용체는 흥분성 시냅스의 신경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탐산 수용체다. 연구진은 IgSF11 단백질이 시냅스 신

하면서 마주보며 결합하면 trans 결합이라고 한다.
2) 시스 결합: 라틴어로 cis는 “on this side” (같은쪽)을 의미한다.
막 단백질이 같은 면의 세포막에 존재 하면서 서로 이웃하여
결합하면 cis 결합이라고 한다.
3) 흥분성 시냅스: 시냅스는 기능에 따라 흥분성 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 시냅스(inhibitory synapse)로 나눌 수 있
다.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웃한 다른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면 흥
분성 시냅스, 흥분 전달을 억제하면 억제성 시냅스로 구분된다.

경전달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확인했다. IgSF11 단백질이 AMPA
수용체/IgSF11/PSD-95의 세 단백질 복합체를 만들고 시냅스에
서 AMPA 수용체를 안정시킴으로써 신경전달을 증가시키는 것을
관찰했다.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과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와의
논문정보
Yan Li et al., “Splicing-dependent Trans-synaptic SALM3-LARRPTP Interactions Regulate Excitatory Synapse Development
and Locomotion”, Cell Reports, 12, 10, 1618-1630, 2015
Seil Jang et al., “Synaptic adhesion molecule IgSF11 regulates
synaptic transmission and plasticity”, Nature NeuroScience, 19,
1, 84, 2016
Eunkyung Lie et al., “SALM4 suppresses excitatory synapse
development by cis-inhibiting trans-synaptic SALM3-LAR
adhesion”, Nature Communications, 7, 12328, 2016

우리는 어떻게 어제 일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모든 답은 우리 머릿속 뇌에 있지만, 뇌에
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신경세포의 구체적
인 작용 메커니즘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연구자들은 수많
은 신경세포들의 진기한 신호전달과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밝
혀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통 사람들의 뇌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는 약 1,000억 개인데,
이러한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시냅스라고 불리는 연접 부위가
있다. 신경세포 하나에 연결돼 있는 시냅스는 대략 1,000개씩이
다. 신경세포는 시냅스를 통해 각종 전기·화학적 신호를 전달
하는데 100조개나 되는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이 뇌 신경회로
를 만들어 정신작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냅스는 시냅스의
앞 쪽 신경세포의 세포막(전시냅스막)에서 분비된 신경전달물
질이 시냅스 뒤쪽 신경세포의 세포막(후시냅스막) 수용체에 결
합하여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신호를 전달한다.

신호를 전달받은 신경세포는 주변 신경세포에 다시 이 신호를

시스 결합이 신경전달을 조절할 수 있음을 새롭게 밝힌 것이다.

전달하는데, 이 때 시냅스 주변의 수많은 단백질들이 관여한다.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에 의해 시냅스의 수와 기능이 조절되

이 중,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은 시냅스를 사이에 둔 양쪽의

는 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있다. 뇌에

신경세포가 안정적인 접착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

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의 비밀을 쥐고 있는 신경세포의 작동원

아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 엉뚱

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 연구가 선행

한 다리를 놓아 신경세포의 연결이 꼬인다면, 신경 신호가 제대

되어야만 한다. 연구진은 지속적인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 연

로 전달되지 못해 정신지체나 자폐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발생

구로 정상적인 뇌 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뇌질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의 종류, 구조 및 기

환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경세포는 시냅스를 통해 각종 전기·화학적 신호를 전달한다. 시냅스 신경 전달은 뇌
신경회로를 만들어 정신 작용을 가능케 한다.

LAR: LAR-RPTP(Leukocyte common Antigen-related subfamily of Receptor
protein tyrosine phosphatases)로 전시냅스막에 존재하는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 중
하나. 시냅스 발달을 조절한다.
I gSF11: Immunoglobulin SuperFamily member 11. 면역글로불린 초가족
(immunoglobulin superfamily)의 한 종류로, 뇌에서 많이 발현되고, 전시냅스의
IgSF11과 후시냅스의 IgSF11간의 trans결합이 알려져 있다.
PSD-95: PostSynaptic Density-95. 흥분성 시냅스의 후시냅스에 매우 많은 양이 존
재하는 핵심단백질(scaffolding protein)로, 신경전달 수용체,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후시냅스를 조직화하는 역할을 한다.
AMPA 수용체: 글루탐산 수용체 중의 하나로, 글루탐산 유사체인 AMPA에 의해 열리기
때문에 AMPA 수용체라고 한다.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탐산과 결합하면 Na+, K+ 등을 통
과시키는 이온채널로 작용한다.

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김은준 단장 연구팀은 다양한 시냅스 세
포접착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냅스 조절 원리를
밝혀냈다. 기존의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서로
마주보는 막에 붙어 있는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 간의 결합(트
랜스 결합; trans-interaction)1)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트랜스 결합이 아닌 같은 세포막에서 이웃한 방향의
결합(시스 결합; cis-interaction)2)도 형성함으로써, 시냅스의 신
경 전달을 조절함을 확인했다.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 간의 시
스 결합에 의한 시냅스 형성 조절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
았던 메커니즘이었다.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에 의한 시냅스
조절 메커니즘 규명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연구진은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인 후시냅스막의 SALM3
단백질의 역할을 새롭게 밝혀내 2015년 9월 셀 리포츠(Cell
Reports)에 게재했다. SALM3 단백질이 전시냅스막에 존재하
는 LAR 단백질과 트랜스 결합해 시냅스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
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후시냅스막에 붙어있는 SALM4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SALM3: SALM 단백질(Synaptic cell Adhesion-Like Molecules) 중 한 종류로, 시냅
스 세포접착 단백질에 속한다. SALM 단백질은 SALM1~SALM5로 이루어지며, 시냅스
발달과 기능을 조절한다.

단백질과 시스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SALM3와
SAML4 간 시스 결합은 SALM3와 LAR의 트랜스 결합을 억제함
으로써 시냅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냅스 세
포접착 단백질이 트랜스 결합과 시스 결합을 통해 시냅스 형성
을 조절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연구성과는 2016년
8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
됐다.
한편, 연구진은 2016년 1월,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이 단백질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의 다양한 종류와 결합, 시냅스 조절 메커니즘
시냅스 세포접착 단백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존 연구는 각 단백질 간의 트랜스 결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연구진은 LAR-SALM3 간
트랜스결합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SALM3- SALM4단백질의 시스결합, IgSF11- AMPA 수용체 간 시스결합을 새롭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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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음식물의 장내 면역 반응
억제 원리 규명
음식물 면역 과민 질환의 이해와
치료 실마리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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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비교했다. 무항원 생쥐는 무균 환경에서 음식 유래 항원이

GITR) 발현 조절 T세포가 무항원 생쥐에서도 일반 또는 무균 생쥐와

제거된 특수 사료로 사육된다. 음식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온 장

동일한 정도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다. 즉, PD-1/GITR 과발현 조절

환경과 음식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는 장 환경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T세포의 발달에 외부 항원보다는 자가 항원이 중요함을 증명한 것

위해 무균/무항원 사육 시설이 활용됐다.

이다. 이 연구는 자가 항원의 영향력만을 관찰할 수 있는 무항원 생쥐

실험 결과, 음식 유래 항원에 노출되지 않은 무항원 생쥐의 소장에

가 있어 가능했다.

서 면역 억제 세포인 말초 조직 유래의 조절 T세포가 일반 생쥐와 무

연구진은 무균/무항원 생쥐를 이용해 다양한 면역 세포 및 알레르기

균 생쥐의 소장에서보다 현저히 적게 관찰됐다. 이를 통해 소장 내

에 중요한 IgE 항체의 발생에 공생 세균, 음식 내 항원이 미치는 영향

존재하는 말초 조직 유래의 조절 T세포 상당수가 음식 유래 항원에

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로써 여러 면역 질환의 메커니즘

의해 유도됨을 확인했다. 또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항

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을 세 가지 종류의 쥐에게 모두 먹인 경우, 무항원 생쥐의 소장 점
막에서 다른 생쥐들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 무항원 생쥐

논문정보
Kwang Soon Kim et al., “Dietary antigens limit
mucosal immunity by inducing regulatory T cells in
the small intestine”, Science, 351, 6275, 858-863,
2016

1) F
 oxp3 전사 인자 발현 말초 조직 유래 조절 T세포: Foxp3 조
절 T세포는 자가 반응성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등 체내

가 음식 알레르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즉, 음식 유래

에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항원이 소장 점막 면역 시스템의 발달에 기여해, 말초 조직 유래의

Foxp3 전사 인자를 발현한다. 발생 기관에 따라 흉선 유래 또

조절 T세포를 유도하고 면역 관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말초 조직 유래 Foxp3 조절 T세포로 구분되며, 말초 조직
유래 Foxp3 조절 T세포의 경우, 장 점막 조직에 많이 존재한다

연구 과정에서 무항원 생쥐의 소장 점막 면역 시스템은 음식 유래
항원에 노출이 제한된 유아기 단계의 생쥐 면역 시스템과 많은 공통

Lena Wyss et al., “Affinity for self antigen selects
Treg cells with distinct functional properties”,
Nature Immunology, 17, 9, 1093-1103, 2016

고 알려져 있다.
2) 무항원 생쥐(Antigen-free mouse): 일반적으로 무균 생쥐에게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다양한 음식을 처음 먹

제공되는 사료는 모두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거나 방사선을 쬐

기 시작하는 유아기에 음식물 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고, 성장기를

어 멸균된 동물 사료다. 음식 유래 항원에 노출되는 무균 생쥐

거치면서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와 달리, 무항원 생쥐는 무균 환경에서 음식 유래 항원이 제거
된 형태의 특수 사료로 사육된다. 무항원 생쥐는 장내 미생물

있다고 설명했다.

도 서식하지 않고, 음식 유래 항원에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한편 , 연구진이 구축한 무균/무항원 사육 시설은 2016년 8월 네이

과도한 면역 반응 억제하는 말초 조직 유래 조절 T세포

를 의미한다.

처 이뮤놀로지(Nature Immunology)에 게재된 공동 연구에도 활용되

3) 자가 항원(Self-antigen): 세포가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은

었다. 연구진은 무항원 생쥐를 이용해 외부 유래 항원이 아닌 자가

우리 몸 내부에서 생성되어 면역 시스템에 의해 인식될 수 있

3)

항원 의 역할에 주목했다. 음식 또는 공생 세균 유래 외부 항원들이

소장 점막의 조절 T세포가 부족하면(왼쪽) 음식물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고,
조절 T세포가 정상적으로 증식하면(오른쪽) 과민반응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닌 자가 항원이 특정 조절 T세포의 발달에 중요함을 규명한 것이
다. 연구진은 조절 T세포의 면역 억제 작용에 관여하는 단백질(PD-1,

영화를 보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땅콩이 든 음식을 먹고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괴로워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

장 점막에는 인체 내 존재하는 면역 세포의 70%가 모여 있어 체내

람에게 그 음식은 치명적일 수 있다. 흔히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

에서 가장 큰 면역시스템을 형성한다. 장 점막은 외부 물질들에 끊

은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동반한 과민성

임없이 노출되는 부위로, 음식 및 공생 세균으로부터 유래한 외부

쇼크를 겪기도 한다. 우리 몸이 음식물을 외부물질로 인식해 이를

항원의 양과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항원에 대해 장 점막 면역

막아내려는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

시스템은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절 기

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을까?

작을 갖는데, 그 중 다른 세포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의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연구진은 우리가 매일 외부물질인 음식물

작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을 먹어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유에 답을 내놓았다. 연구진

소장 점막에는 여러 종류의 조절 T세포 중에서도 말초 조직에서 유

은 음식물 섭취가 소장의 면역 시스템에 작용하여 과민 반응을 억제

래하는 Foxp3 전사 인자 발현 조절 T세포1)가 다수 분포되어 있다. 장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2016년 1월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했다. 주

내 항원 중에서도 공생 세균에 의한 면역 관용 메커니즘은 어느 정

로 장내 미생물의 장 점막 내 역할을 규명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음

도 규명됐다. 예를 들어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spp.)과 같은 특

식물이 장 점막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

정 공생 세균은 대장에서 Foxp3 발현 조절 T세포를 효과적으로 유도

운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음식 유래 항원이 면역 관용 유도를

섭취한 음식물에 대해 과민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경구 면

포함한 장 점막 면역시스템 발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는 명확

역 관용(oral tolerance)’이라 한다. 면역 시스템은 외부에서 침입

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 항원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식이

연구진은 음식 유래 항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생쥐와

나 공생세균에서 유래한 항원에는 경구 면역 관용이 적용돼 과도

장내 공생 세균이 없는 무균 생쥐, 장내 공생 세균뿐만 아니라 음식

한 반응이 유도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민 반응

에서 유래한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무항원 생쥐2)를 만들어 면역

는 자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면역 시스템이 이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경우, 면역 시스템이 자가 항원을 인식해 면역 반응이 일
어나기도 한다.

음식물의 장내 면역반응 억제 원리
말초조직유래 T세포가 소장에 적절한 수준으로 분포하면, 음식물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지만, T세포 수가 부족하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진행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음식물의 장내
면역반응 억제 원리

음식물의 장내 면역반응 억제 원리
과도한 면역 반응 억제

정상적인 음식물 항원
특이적 조절 T세포 증식

소장 점막에서
면역 반응 억제

과민반응 없이
음식 섭취 가능

소장 점막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 유도

발진, 설사 등을 포함한
과민반응

과도한 면역 반응 유도

음식물 항원 특이적 조절
T세포의 부족 및 결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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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활동의 조절자
꼬리를 드러내다
RNA 꼬리서열분석법 개발로
유전자 조절 원리 이해 폭 넓혀

논문정보
Hyeshik Chang et al., “TAIL-seq: Genome-wide Determination
of Poly(A) Tail Length and 3′ End Modifications”, Molecular Cell,
53, 6, 1044-1052, 2014
Jaechul Lim et al., “Uridylation by TUT4 and TUT7 marks mRNA
for degradation”, Cell, 159, 6, 1365-1376, 2014

꼬리서열분석법(TAIL-seq)
RNA연구단이 개발한 꼬리서열분석법은
2014년 학술지 몰레큘러 셀(Molecular Cell)
의 표지를 장식했다.

꼬리서열분석법(TAIL-seq)

우리의 유전정보는 세포의 핵 속 DNA에 보관되어 있다. 이 유전

염기를 마치 문자 하나하나 해독하듯이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인 꼬

섬유아세포주에 시험 적용하여 아데닌꼬리 길이를 분석했다. 그

단백질 생산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

정보가 단백질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전령

리서열분석법(TAIL-seq)을 개발했다. mRNA의 뒤쪽 끝부분에 존

결과 아데닌꼬리가 짧을수록 mRNA가 불안정해져 세포질 내에서

다. mRNA가 배아발생과 암, 신경전달 등 모든 생명현상에 핵심적

mRNA에 꼬리 어댑터를 뒤 쪽에 붙이고 mRNA의 염기 서열 중 구아닌 뒤를 임의 절단한 후 앞 부분에 어댑터를 추가로 붙인다.
어댑터가 붙은 RNA는 DNA로 전환된 후,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에서 형광신호 분석을 통해 각각의 긴 아데닌 꼬리가 측정된다.

RNA(이하 mRNA)가 필요하다. DNA에 담긴 유전정보는 mRNA로

재하는 염기의 종류와 그 길이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얻을 수

존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기존 이론을 재확인했으나 아데닌꼬

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향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복사돼, 세포질 속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

있어, 유전자 전체 수준에서 아데닌 꼬리 길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리 길이와 단백질 생산 효율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를 전할 때, 전달자에 따라 듣는 이의 이해도나 반응이 달라지는

있게 된 것이다. 연구성과는 2014년 3월 몰레큘러 셀(Molecular

다. 또한, 짧은 아데닌꼬리 뒤에는 유리딘(Uridine), 긴 아데닌꼬리

것처럼 mRNA가 유전정보를 어떻게 전하는 지에 따라 단백질과

Cell)에 게재됐다.

뒤에는 구아닌(Guanine)이 자주 붙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발견했

하는 데 사용되는 퓨린 염기 중 하나로, ATP와 보조인자인

다. 연구진은 유리딘꼬리는 RNA분해를, 구아닌꼬리는 RNA 안정

NA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FAD(flavin adenine

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dinucleotide), 그리고 DNA 및 RNA의 구성요소로 쓰인다. 아

세포의 운명이 바뀐다. 이 때 mRNA의 메시지는 염기종류와 길이

1) 아데닌(Adenine): 아데닌은 핵산의 뉴클레오티드를 구성

로 표현된다.

아데닌 꼬리 길이 정확히 측정

mRNA는 유전정보의 번역 조절과 보호를 위해 말단 부분에 염기

꼬리서열분석법은 mRNA의 꼬리 분석에 필요한 어댑터(이미 알

인 아데닌(Adenine)1) 수 십 개가 붙어있는 꼬리 부위를 갖는다. 아

고 있는 염기 서열을 가진 화학적으로 합성된 핵산 조각)를 뒤쪽에

mRNA 빠르게 분해하는 현상 밝혀

데닌꼬리2)의 길이는 RNA의 안정성과 단백질로의 번역 효율에 중

붙이고, RNA몸통을 임의로 절단한다. 그 뒤, 절단하면서 새로 생긴

이후 연구진은 꼬리서열분석법으로 유리딘화4)가 mRNA의 분해를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부분(앞부분)에 어댑터를 추가로 붙인다. 머리와 꼬리, 양쪽에

촉진하는 현상을 밝혔고 이를 담당하는 두 개의 효소(TUT4, TUT7)

2) 아데닌꼬리:mRNA 뒤쪽 꼬리에 존재하는 염기서열로, mRNA

진화발생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물의 난모세포나 초

어댑터가 붙은 RNA는 DNA로 전환된 후,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

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 연구성과는 2014년 12월 셀(Cell)에 게

를 보호하는 역할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 배아에서 세포 발달에 필요한 유전정보가 대부분 모계 mRNA

3)

재됐다.

를 통해 단백질로 번역되는데, 특히 아데닌 꼬리 부위가 생명의 시

서대로 읽는 방법) 각각의 방향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아데닌꼬

일반적으로 mRNA는 성숙과정을 거치며 긴 아데닌꼬리를 갖는데,

작점인 초기 배아에 필요한 단백질 생산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

리에서 아데닌이 반복되는 성질 때문에 서열 분석이 명확치 않은

제 기능을 마친 mRNA는 긴 아데닌꼬리가 짧아지며 분해된다. 연

3)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 DNA 서열을 대량으로 분석할 수 있

된다. 세계 여러 그룹들이 mRNA의 아데닌꼬리의 길이를 측정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열분석 도중 나오는 형광 신호를 기계 학습

구진은 짧은 아데닌꼬리에 추가적으로 유리딘꼬리가 붙는다는 사

도록 개발된 분석기계. 최근 기존에 불가능했던 대단위 RNA

려고 애쓰는 이유다.

법으로 분석해 긴 아데닌꼬리 길이를 측정한다. 기존 방법에서는

실을 밝혔고, 이렇게 유리딘꼬리가 붙어있는 mRNA는 빠르게 분

그러나 기존의 염기 서열 분석 장치로는 아데닌 꼬리 길이를 정확

형광 신호를 읽어 이에 따른 염기값만을 알려줬다면, 연구팀이 개

해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리딘 꼬리는 두 개의 효소(TUT4, TUT7)

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긴 아데닌꼬리는 같은 아데닌 염기

발한 꼬리서열분석법은 신호의 강도를 참조하여 염기값의 신뢰도

에 의해 짧은 아데닌꼬리를 가진 mRNA 끝부분에 선별적으로 붙

가 연속적으로 길게 연결되어 깨끗한 분석 신호를 얻기가 어렵고,

를 평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아데닌 꼬리의 정확한

는데, 이 두 효소를 실험적으로 제거한 세포에서는 mRNA의 유리

세포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mRNA의 양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길이를 알 수 있다.

딘꼬리가 사라지면서 분해가 더뎌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김빛내리 RNA 연구단장 연구팀은 긴 아데닌 꼬리를 구성하는

연구진은 꼬리서열분석법을 사람의 자궁경부암세포주와 생쥐

연구진이 개발한 꼬리서열분석법은 mRNA의 생성과 소멸,

에서 정방향(머리부터 순서대로 읽는 방법)과 역방향(꼬리부터 순

데닌은 왓슨-크릭 염기쌍 규칙에 따라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하나인 티민과 수소 결합해 핵산 구조를 안정화하고, RNA
에서는 구성 염기 중 하나인 우라실과 구조적으로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알려져 왔다. 핵에서 전사된 mRNA는 성숙과정 중에 약 200개
의 아데닌이 붙으면서 세포질로 방출된다. 세포질에서의 성숙
한 mRNA의 길이는 보통 50~100뉴클레오티드 정도이다.

연구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유리딘화: 핵산에 유리딘을 붙이는 반응. 유리딘은 RNA사슬
의 기본 구성단위며, 뉴클레오티드를 구성하는 염기의 한 종류
다. 핵산의 염기서열을 표기할 때, U로 표기한다.

유리딘화가 mRNA
분해 촉진하는 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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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RNA 연구단

마이크로RNA
탄생의 비밀을 풀다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 구조·기능 밝혀내
유전자 치료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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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은 마침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드로셔와 DGCR8
의 기능을 구분하는데 성공하였다. 더 나아가 드로셔의 3차원 구

마이크로RNA
1차 전구체

조 규명에도 성공하면서, 연구진은 2015년과 2016년 셀(Cell)에 논

DGCR8
상단분기점

문을 연속해서 두 차례 발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연구진은 DGCR8의 C-말단 꼬리 부분을 드로셔 단백질과 함께 발
현시키면 드로셔를 단독으로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DGCR8

를 활용해 처음으로 드로셔를 대량으로 정제하는 데 성공한 연구
절단부위

진은 실험을 통해 miRNA 생성에 관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1개의 드로셔 단백질과 파트너 단백질인 2개의 DGCR8로 구성되
었음을 알게 됐다.
또한, 드로셔와 DGCR8이 miRNA 1차 전구체의 단일가닥RNA와
논문정보

이중가닥RNA가 만나는 두 개의 분기점을 각각 인식해 RNA를 정

Tuan Anh Nguyen et al., “Functional anatomy of the
human Microprocessor”, Cell, 161, 6, 1374-1387,
2015

확히 잘라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드로셔가 전구체의 하단분기점을

절단부위

인식해 절단할 위치를 가늠하는 재단사 역할을, DGCR8은 상단분

~11 bp
(~28 Å)

S . C h u l K w o n e t a l . , “ S t r u c t u re o f h u m a n
DROSHA”, Cell, 164, 1-2, 81-90, 2016

기점을 인식하여 드로셔가 정확한 부위를 절단할 수 있게 도와주

드로셔

는 조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단백질 합성 과정
‘단백질(오른쪽)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DNA(왼쪽)의 유전정보가 mRNA
(가운데)로 복사되는 ‘전사(transcrip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mRNA는
DNA의 유전정보를 담아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리보솜
이 부착하고, tRNA가 운반해오는 아미노산이 차례로 결합하여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를 번역(translation)과정이라 한다.

드로셔 3차원 모델 처음 제시
연구진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성과 기능을 알아낸 데 이어, 드

dsRNA-ssRNA
접합부위
(하단분기점)

로셔의 명확한 3차원 구조를 얻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 단백질
구조 연구를 위해서는 단단하면서도 균일한 형태로 순수하게 정
제된 단백질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결정화를 위해 1,000여 종의

유전자는 발현 정도에 따라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특

다시 한 번 절단돼 완성된다.

성을 결정한다. 약 20여 년 전, 이처럼 중요한 유전자의 발현이 마

특히, miRNA 생성과정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miRNA

이크로RNA(이하 miRNA)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차 전구체의 절단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iRNA는 유전자 조절로 세포 활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세포내 ‘경

miRNA의 염기 서열과 기능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

찰’과도 같다. 경찰의 수가 부족하거나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만 아니라, 2차 전구체나 최종 상태의 RNA가 아닌 1차 전구체를

범죄율이 높아지듯, miRNA 생성과 작동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

활용하면 RNA간섭기술을 조직 특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에는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

완충 용액 조건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이 20%인 용액 조건에서 작
은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엑스선 결정학 방법3)을 활용해 드
로셔의 구조를 규명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miRNA 1차 전구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miRNA 1차 전구체를 절단하는 과정
드로셔는 머리핀 모양으로 생긴 마이크로RNA 1차 전구체의 하단 분기점을 인식해
약 11 염기쌍 만큼 길이가 떨어진 곳을 자른다. 연구진은 드로셔의 구조적 특징을 밝혀냄
으로써, 어떻게 드로셔가 마이크로RNA 1차 전구체를 인지하고 절단하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한 3차원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단백질 3차원 모델링을 통해 드로셔의 돌출부가 miRNA 1차 전구

1) m
 iRNA 1차 전구체: 전구체는 물질대사나 화학반응에서 최종

체의 하단 분기점에 닿아 분기점을 인식하고, 정확한 위치를 절단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말한다. 보통 DNA로부터 전사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1차 전구체들은 그 서열과 구조가 매우 다

된 상태를 1차 전구체, 마이크로프로세서 단백질 복합체가 가

miRNA는 전령RNA에 결합해 단백질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

하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양하다.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루는 두 단백질, 드로셔와

공해 만든 산물을 2차 전구체라 한다. 1차 전구체와 2차 전구

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이를 RNA간섭이라 한다. RNA간섭

DGCR8의 단백질 구조를 정확히 규명해 어떻게 다양한 1차 전구

또한, 연구 과정에서 드로셔 단백질의 구조가 miRNA 2차 전구체

현상에 착안해 개발한 RNA간섭기술은 miRNA를 모방한 RNA를

체를 인지하고 절단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관건이었다.

세포에 집어넣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 유전자 치료에 활용할

의 절단을 담당하는 다이서 단백질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존 가설은 드로셔와 다이서가 독립적으로 진

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완전한 miRNA가 된다.
2) 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마이크로 프로세서): 드로셔 분
자 1개와 DGCR8 분자 2개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룬다.

화했다는 것인데, 이번 연구로 드로셔와 다이서 간 구조적 유사성

 드로셔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이며,

을 밝혀 드로셔가 다이서와 공통 조상 단백질로부터 진화했을 것

miRNA 1차 전구체(pri-miRNA, 초기 전사체)를 자르는 절단

수 있는 기술이다. miRNA의 생성 경로는 RNA간섭기술에 그대로

생화학-구조생물학 시너지, miRNA 생성과정 밝혀

적용할 수 있어, miRNA의 생성과 발현과정을 이해하면 유전자 변

2003년 김빛내리 RNA 연구단장은 miRNA의 생성과정에 필수적

이나 이상발현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인 드로셔 단백질을 발견, 네이처(Nature)에 발표하며 miRNA 연

대를 모았다.

구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드로셔 발견 이후 2015년까지 김 단장

miRNA는 염기 20개 정도를 지닌 짧은 길이의 RNA이다. 세포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능과 활성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3) 엑스선 결정학 방법: 엑스선 결정학 방법은 단백질의 구조를

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들은 드로셔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데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RNA 연구단의 연속적 연구는 miRNA 생

옹스트롬(10-10 m) 단위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기법이

증식과 분화, 조직 발달, 면역 반응 등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에 중

모두 실패했다.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단백질

성과정의 이해를 한층 확장해, 이를 이용한 신약 개발 등 응용 연

다.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여 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 조절자다. miRNA는 전구체로

의 대량 정제 및 결정화 과정이 필수적인데, 드로셔 단백질의 경우

부터 2단계 절단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먼저 핵 내에서 miRNA 1

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백질의 정제 과정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차 전구체 가 드로셔(DROSHA)-DGCR8 단백질 복합체(마이크로프

이에 따라 2013년, 김 단장은 구조생물학자이자 단백질 정제 및

로세서)2)에 의해 절단되고, 이로 인해 생성된 miRNA 2차 전구체

결정화의 전문가인 우재성 연구위원을 연구단에 영입했다. 생화

가 핵 밖으로 나가 세포질에서 다이서(DICER)라는 단백질에 의해

학에 구조생물학이 더해지자 연구는 시너지 효과를 냈고, RNA

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향후 연구단은 밝혀낸 3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세포 내에서

효소이다. DGCR8 역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이며, miRNA 1차 전구체와 결합하여 파트너인 드로셔의
절단메커니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백질 고유의 특성 및 실
험 조건에 따라 단백질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연구 성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발견
된 다이서 단백질은 2006년에 단백질의 구조가 보고되었지만,

miRNA 전구체
절단 메커니즘

2003년에 발견된 드로셔 단백질은 2015년까지 수많은 연구
진들이 구조 규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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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Human

1mm 벌레에서
건강한 노년의 힌트를 얻다
예쁜꼬마선충 순간최고운동속도 측정으로
건강수명 예측

4가지 지표로 신체지능 평가
보행속도
4m 걸음
SPPB

테스트

4.82초 이내

4

4.82~6.2초

3

6.21~8.7초

2

8.7초 이상

1

4m를 이동한 속도 측정

2가지 지표로 신체지능 평가
예쁜꼬마선충

논문정보

Caenorhabditis elegans

Jeong-Hoon Hahm et al., “C. elegans maximum velocity
correlates with healthspan and is maintained in worms with an
insulin receptor mutation”, Nature Communications, 6, 8919,
2015

운동능력 테스트 배지
박테리아를 제거한 선충 배양 배지

최고운동속도
30초간
이동속도

순간 최고
운동 속도
측정법

예쁜꼬마선충 Caenorhabditis elegans

0.22mm/s 이상 높음
0.22mm/s 이하 낮음

디지털이미징 프로그램으로
운동속도분석·최고운동속도 계산

30초간 이동 속도 측정

흙속에서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선충류. 몸길이 1mm 정도이고
세포 수가 1,000여개로 적다. 몸이 투명한데다 생애주기가 3일
정도로 짧아 다루기 용이하다. 또한 사람과 유전정보의 특성이
닮아 노화, 발생, 신경질환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동물로 많이
활용된다.

선충의 운동능력 측정 방법
(위) SPPB(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테스트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하체운동능력의 최고치를 수치화해 개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아래) 연구진은 SPPB 테스트를 응용해 예쁜꼬마선충의 운동능력 측정법을 개발했다. 먼저 짧은 시간 동안(30초)동안 선충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한다.
운동능력 측정 배지에서 선충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선충의 운동능력을 계산한 뒤 운동속도 최고치(Maximum Velocity, MV)를 측정한다. MV는 개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노화 및 수명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는 것은 수명 연장을

조건에서 카메라로 매 24시간마다 30초간 초당 30 프레임의

9일째 순간최고운동속도가 선충의 남은 수명을 예측할 수 있

확인됐다.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수명

위한 인류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수명 연장

속도로 촬영해 가장 빠른 운동 속도를 추출한 것이다. 순간최고

는 지표임을 밝혔다. 9일째 순간최고운동속도가 빠른 그룹(초

조절체계지만, 실제로 건강수명의 연장도 조절한다는 사실을

은 단순히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뜻하지 않는다. 수명의 양

운동속도 측정법은 짧은 시간동안 사람의 하체운동능력의 최고

당 0.22mm 이상 이동)과 그보다 느린 그룹의 평균 수명이 각각

연구진이 입증한 것이다.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는 선충에서부

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인류는 어떻게

치를 수치화해 건강함을 측정하는 기술인 SPPB(Short Physical

23일과 17일 가량으로 약 35%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건강하게 늙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Performance Battery) 테스트를 동물 모델에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노화에 따른 순간운동능력 저하 현상은 근육세포 내 미

향후 사람의 노화 및 건강수명 조절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이를 위해,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은 ‘노화 및 생애조절의 프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배제하고, 선충의 고유한 운동 능력을 정확

토콘드리아의 형태 및 기능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포는

로 기대된다.

그램 규명’이라는 식물 노화연구의 패러다임을 동물 노화 연구

하게 평가할 수 있어, 기존의 운동성 지표(평균이동속도, 인두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영역에 혁신적으로 반영하여, 생명체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의 움직임 회수 등)보다 수명과 연관성이 더 높다.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ATP 에너지를 생산하고 근육

노화 과정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선충의 운동능력을 측정하려면 먼저, 운동 능력 테스트 배지를

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노화가 진행되

한 예로, 남홍길 단장 연구진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연구진과 공

준비한다. 운동 능력 테스트 배지는 선충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면 형태가 붕괴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 기능 유지에 영향

동으로 ‘예쁜꼬마선충’(C..elegans)이라는 동물에서 건강수명

수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한 것이다. 이 위에 선충을 올려놓고

을 미치고, 결국 운동 능력이 감소한다. 연구진은 순간최고운동

지, 세포 내의 인슐린 신호체계를 작동시켜 생리적 변화를 일

(healthspan)1)을 조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다. 예쁜꼬마선충

선충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운동속도를 계산한다. 그 뒤, 운동속

속도 측정을 통해 노화에 따른 선충의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으킨다.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저하된 돌연변이 예쁜꼬마선

의 노화에 따른 운동성 저하 정도를 측정해 남은 건강수명을 예

도 최고치를 측정하는데, 이는 개체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

변화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충은 야생형보다 수명이 길어 수용체가 노화와 수명조절에 관

측하는 유용한 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예쁜꼬마선충의 순간최

라 할 수 있다.

노화를 막을 수 없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 연

고운동속도가 바로 그 지표다. 연구결과는 2015년 11월 네이처

연구진은 선충의 순간최고운동속도가 성체가 된 후 6일째부

구진은 인슐린 수용체(daf-2)2)에 돌연변이가 생긴 선충이 장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터 예외 없이 느려지는 것을 관찰해, 순간최고운동속도가 노화

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돌연변이 선충은 노화가 진행됨에도 순

순간최고운동속도는 예쁜꼬마선충의 움직임을 일정 온도와 습도

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간최고운동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1) 건강수명(healthspan): 살아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일반적 수
명이 아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
2) 인슐린 수용체(daf-2): 예쁜꼬마선충의 단백질로 사람의 인슐
린 수용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인슐린을 특이적으로 인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쁜꼬마선충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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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30% 패혈증 치료
새 길 열었다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 염증은 모세혈관벽의
파괴를 유발한다. 혈관벽 파괴는 신장이나
폐 등 주요 장기에 혈액 누출을 동반해
심각한 폐부종이나 신장의 혈류 감소가 생긴다.
이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

패혈증 악화 진행과정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항체 개발

지지세포 탈락,
염증반응 유발로 혈액 누출

패혈증

ANG2 단백질 증가

논문정보
Sangyeul Han et al., “Amelioration of Sepsis by Tie2 ActivationInduced Vascular Protection”,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8,
335, 335ra55, 2016

염증세포 유출

매년 전 세계에서 1천9백만 명 이상이 패혈증으로 사망한다. 중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앱타와 항생제 동시 투여 시, 생존율

증 패혈증의 경우 치사율이 40~60%에 육박한다. 한국에서는

이 약 70%까지 증가했다.

10만 명당 348명이 패혈증에 걸리며, 사망률은 5년째 31%를

이번 연구는 패혈증의 원인인 TIE2 수용체와 ANG2 단백질을

넘어서고 있다. 흔히 접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 심혈관질

발굴해 패혈증 임상치료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분자 표적을 제

환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패혈증은 다양한 병원

시한데 의의가 있다. 또한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 바이러스 및

균에 의한 감염, 외상, 말기암 환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각종 박테리아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패혈증 치료에 돌파구

미세혈관 붕괴, 급성 전신 면역 반응 등이 일어나 여러 장기 손

가 될 전략을 제시하며 실험적 치료물질을 선보였다. 이번 연구

상으로 쇼크와 사망에 이른다.

는 임상적용에 가능성이 높은 기초 연구를 소개하는 사이언스

하지만 패혈증은 지난 20년 간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표적 치

중개 의학지(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됐으며 우

료제가 없다. 임상 효능이 미비해 치료제 개발이 실패하면서 주

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 4월 3째주 표지 논문을 장식했다.

TIE2 수용체 불활성화
혈관주위세포
혈관내피의 당피층 분해

적혈구

로 면역 반응을 억제하거나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처치 위주의
치료만 이뤄져 왔다. 패혈증의 발병기전은 굉장히 복잡해 원인
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치료제를 개발, 임상 효과를 입증하는 것
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앱타 처방

앱타에 의한 미세혈관 보호작용

혈관 연구단 고규영 단장 연구진은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과 파
앱타 항체를 패혈증 동물모델에 투여 시 미세혈관 붕괴가 억제되어
폐부종이 현저히 감소하며, 장기로의 염증 세포 유입도 줄고,
다양한 염증유발인자들의 양도 감소함을 확인했다.
또한, 혈관내피세포의 보호층으로 알려진 당질피질(glycocalyx)이
줄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괴가 혈액 누출을 일으키고 패혈증을 악화시키는 핵심 원인임
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이에 주목해 혈관 건강에 관여하는 혈
관내피세포의 TIE2(Tyrosine kinase with immunoglobulin-like
and EGF-like domains 2) 수용체와 혈관 조절인자로 알려진

패혈증 Sepsis
외상으로 일어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퍼져 온몸

그 결과 미세혈관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TIE2 수용체를 ANG2

에 급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고열이 동반되며 분당 호흡이

단백질에 의해 활성화할 경우, 혈액 누출이 억제됨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ANG2 단백질에 결합해 기능을 변화시켜 TIE2 수용체

24회 이상 빨라지고, 맥박이 90회 이상으로 빨라진다. 혈액 응고,
심혈관 기능 이상,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면역 반응이 동반된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붕괴되면서 심장·신장·간 등 장기

를 활성화하는 독특한 기능을 지닌 실험적 항체 “앱타 (ANG2-

손상에 의해 발성 장기 쇼크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른다. 특히,

binding and TIE2-activating antibody)”를 개발해 패혈증의 주

노년기에는 폐렴을 앓다가 패혈증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요 증상들을 크게 완화됨을 확인했다. 폐와 신장에서 발생하
는 혈액누출, 혈관손상, 염증반응, 부종 등이 감소한 것이다. 실험
결과 패혈증에 걸린 실험동물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80시간 내 모두 폐사했으나 앱타를 투여할 경우 생존율이 30%

앱타(ABTTA)의 이중기능

패혈증은 다양한 세균,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및

ANG2(angiopoietin-2) 단백질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실험적 항체 개발로
패혈증 증상 완화

TIE2 수용체 활성화에 의한
지지세포 강화, 염증반응
억제 및 혈액 누출의 억제

ANG2 단백질들을 결집시켜
기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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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Methods)에 보고했고, 이를 더욱 개선해 2016년 2월

않는지 정확성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지놈 리서치(Genome Research)에 발표했다.

절단 유전체 시퀀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Cpf1이 Cas9보다 더 정

표적 유전자만
정확히 잘라낸다

생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아데닌(A), 시토신(C), 구

확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특이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밝혔

아닌(G), 티민(T)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체 시

다. 또한, Cpf1단백질과 크리스퍼RNA를 혼합해 세포에 전달하

퀀싱(Genome Sequencing)은 DNA에 배열된 염기들의 순서

면 크리스퍼 Cpf1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를 규명하는 기법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절단 유전체 시퀀싱

연구진은 Cpf1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생쥐 배아의

‘절단 유전자 시퀀싱(Digenome-seq)’ 개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정확성 입증

은 유전자가위 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다. 크

유전자 교정에 성공해 논문 2편을 2016년 6월 네이처 바이오

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해 절단된 염기서열의 위치를 파악

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같은 호에 실었다. 동물 개체

해 구별하는 원리다. 유전자가위로 교정하고자 했던 표적 염

수준에서 크리스퍼 Cpf1을 이용해 유전자 교정을 시도해 성공

기서열이 교정이 되었는지, 의도치 않은 비표적 염기서열에

한 첫 사례다.

절단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보

연구진은 생쥐의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 ‘Foxn1’과 백

다 정확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색증(Albino)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유전자를 교
정해 돌연변이 생쥐를 만들었다. Foxn1 인자가 사라지면 면역

논문정보
Daesik Kim et al.,“Digenome-seq: genome-wide
profiling of CRISPR-Cas9 off-target effects in
human cells”, Nature Methods, 12, 3, 237-243,
2015
Daesik Kim et al., “Genome-wide analysis reveals
specificities of Cpf1 endonucleases in human
cells”, Nature Biotechnology, 34, 8, 863-868, 2016
Junho K Hur et al., “Targeted mutagenesis in mice
by electroporation of Cpf1 ribonucleoproteins”,
Nature Biotechnology, 34, 8, 807-808, 2016

크리스퍼 Cpf1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표현한 이미지
유전체 교정 연구단이 개발한 절단 유전체 시퀀싱(Digenome-seq) 방법
을 이용하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비교할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인 Cpf1 효소와 기존에 잘 알려진 유전자가
위 Cas9 효소를 비교했다.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바탕은 각각 spCas9,
AsCpf1, LbCpf1 유전자가위를 나타낸다.

2016년 6월 미국국립보건원(NIH)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정확하게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기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CRISPR/Cas9 endonuclease)를 활용해 암환자를 치료하는 임

분자생물학, 의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상시험을 허가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연말까지

있다.

크리스퍼 Cpf1 정확성도 첫 규명

체계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털이 자라지 않는다. 백색증에

연구진은 절단 유전체 시퀀싱 기법으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관여하는 유전자가 없어지면 멜라닌이 생성되지 않아 원래 까

수많은 비표적 염기서열을 절단하면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만 털이 자라는 쥐 털이 하얗게 변한다. 연구진은 실제 유전체

는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정교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교정이 맞게 일어났는지 유전체 시퀀싱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구성하는 gRNA 말단에 구아닌 염기를

표적 위치에만 유전자 변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추가해 인간 유전체에서 단 한곳에만 작용하는 정교한 유전자

배아 수준에서 손쉽게 동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새로운 방법

가위를 만들었다.

도 개발했다. 기존에 적용하던 미세주사(Microinjection) 방법이

2016년에는 절단 유전체 시퀀싱 기법으로 신형 유전자가위인

아닌 전기충격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기충격으로 유전자

크리스퍼 Cpf1(CRISPR Cpf1)의 정확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

가위를 여러 개 배아에 한 번에 주입하면 높은 효율로 배아에

다. 팽 장(Feng Zhang) MIT 교수가 발견해 학계에 보고한 Cpf1

전달할 수 있다. 연구진은 “전기충격 방법은 크리스퍼 Cpf1을

은 Cas9을 대체할 새로운 절단효소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표

동물 배아에 효율적으로 주입할 수 있어 가축 유전자 교정에 널

적 위치를 정확하게 자르는지, 비표적 위치에서 오작동하지

리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분

있다. 중국은 2016년 8월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크리스퍼 유전

유전자가위 오작동 여부 분석

자가위 임상시험에 나선다. 암세포 공격 능력을 높인 면역세포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응용성이 커질수록 안전성에 대

를 환자에게 주입한다는 내용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치료

한 우려도 늘어났다. 유전자가위가 잘못 작동해 표적 위치 대신

크리스퍼 Cas9

Cpf1 단백질 + 크리스퍼
RNA

Cas9 단백질 + 크리스퍼
RNA + Tracr RNA

절단
위치

티민이 여러 개 모인 염기

구아닌이
2개 있는 염기

자르는
방식

양쪽에 염기를 남겨두고
얼기설기 자름

두 개의 염기
서열을 나란히
자름

구성

암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크리스퍼 Cpf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CRISPR/Cas9 endonuclease
박테리아의 면역체계에서 유래한 DNA 절단효소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어 끊임없이 면
역 체계를 진화시켜왔다.
박테리아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의 정보를 자신의 DNA
염기서열에 기록해둔다.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했을 때, 식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어체계를 갖춰 바이러스의 염기를 절단한다.
크리스퍼(CRISPR)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염기서열의 무리라는

의 최초 사례다. 이처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항암치료는 물

비표적 위치를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유전자를

론이고 유전자 변이로 생기는 유전병이나 에이즈와 같은 바이

교정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오작동 가

러스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능성이 없는 정확한 유전자가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테리아의 독특한 반복 염기서열 구조가 면역체계인 것이다. 여기

3년 전 등장한 신생기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돌풍이 거세

김진수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 연구팀은 유전자가위의 정확성을

에 착안한 것이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다.

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1세대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inc

높이는데 연구역량을 발휘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연이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작은 가이드

Finger Nuclease, ZFN), 2세대 탈렌(TALEN)보다 만들기 쉽고

발표하고 있다.

DNA를 더 정교하게 잘라낸다는 장점이 있다. 즉 특정 염기서

그동안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오작동 없이 원하는 유전자

를 이용하면 특정 유전자를 없애거나 더할 수 있으며, 다른 염기

열을 인지하는 작은 가이드 RNA(guide RNA, gRNA)와 해당 부

만을 정확히 잘랐는지 측정하고 분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

서열로 교체할 수도 있다. 유전자가위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

위의 DNA를 절단하는 단백질(Cas9)로 구성되어 RNA만 다양하

다. 정확도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

전자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난치성 유전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

게 만들면 모든 종류의 DNA와 결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제작

다. 2015년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의해 잘리는 표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해 전 세계 생물학, 의학 연구실에서

적 염기서열과 비표적 염기서열을 찾아 비교하는 ‘절단 유전

새로운 절단효소를 장착한 신형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Cpf1과 크리스퍼

자 교정이 가능함을 최초로 입증한 후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

유전자가위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싸고, 빠르고,

체 시퀀싱(Digenome-seq)’기법을 자체 개발해 네이처 메소드

Cas9 비교

하였고, 2013년 1월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뜻이다. 과학자들은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일부가 크리스퍼 안의 염기서열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

RNA(guide RNA)와 절단효소 Cas9 단백질로 구성된다. RNA 유
전자가위(RNA-guided endonuclease; RGEN)라고도 불린다. 이

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2012년 10월, 김진수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인간배양세포에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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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DNA

외부 DNA 사용 않고
농작물 유전자 교정

연구진은 정제한 Cas9과 gRNA를 결합시켜 복합체를 만든 후

Sojung Kim at al., “Highly efficient RNA-guided genome
editing in human cells via delivery of purified Cas9
ribonucleoproteins”, Genome Research, 24, 6, 10121019, 2014

PEG(Polyethylene Glycol)를 이용해 식물세포 안으로 전달한

Je Wook Woo at el., “DNA-free genome editing in plants
with preassembled CRISPR-Cas9 ribonucleoproteins”,
Nature Biotechnology, 33, 11, 1162-U156, 2015

Cas9과 gRNA를 식물 원형질체에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Cas9 단백질

발달 조절하는
식물 호르몬 신호전달 유전자 교정

GMO 논란 없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대

논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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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RNA
(sgRNA)

일반 상추

유전자 교정 상추
자연변이와 구별 안됨
스트레스에 강할 것으로 기대(추가실험 필요)

다. 2014년 연구진은 Cas9과 gRNA를 섞은 혼합체를 동물세포
에 전달해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후 2015년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교정한 상추

표적유전자 교정 뒤
재결합 / 복구

연구진은 이 방식으로 상추, 담배, 벼, 애기장대 등의 유전자를

연구진은 Cas9과 gRNA로 결합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상추의 유전자 교정과 재분화에 성공했다. 유전자
교정이 된 단일세포로부터 잎, 뿌리의 재분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개체를 확보했다.

교정하는데 성공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매해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을 선정한

DNA 삽입 없이 상추 유전자 교정

다. 2016년 MIT는 ‘2016년도 10대 기술’ 중 하나로 식물 유전자

이번 연구에서 상추는 식물 호르몬 신호전달에, 담배는 식물 호

활용되면, 소수 다국적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종자 산업에 큰

유전자가위 혼합체 주입 방식

교정(Precise Gene Editing in Plant) 기술을 선정하며 대표적인

르몬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각각 교정했다. 특히, 상추의 경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체 교정 연구단 김진수 단장은 1,2,3세대 유전자가위를 모두

연구진 네 곳을 꼽았다. 그 중 유전체 교정 연구단 김진수 단장

우 식물 호르몬 신호전달 유전자는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것

연구팀의 연구가 소개됐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DNA 사용 없

으로 알려져 추후 스트레스에 강한 작물로 교정될 것으로 기

GMO 규제 피하면 종자시장 지각변동

Genetics)에 게재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논

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Cas9)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유전자가 교정된 상추의 단일 세포로부

최근 미국 농무부는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교정한 버섯을 GMO

문을 인용하고 있다. 김 단장은 박테리아가 바이러스에 대항하

의 유전체 교정에 성공, 2015년 10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터 잎, 뿌리 재분화 과정을 거쳐 유전자가 맞춤 교정된 개체를

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오래 보관해도 산화작용으로

여 갖춘 면역 체계에서 유래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분야 선구

(Nature Biotechnology)에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46%의 높은 효율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DNA 사용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버섯이다. 미국 연

21세기 혁명적인 생명공학 기술로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가

없이 유전자를 교정한 식물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변이와

구진은 원형질체에 DNA가 삽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는 특정 유전체의 DNA를 인식해 잘라 교정하거나 교체하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있다. 농무부는 외부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으면서 특정 유전자

이용해 인간세포에서 유전자 교정에 처음으로 성공한 여러 연

실험 기법이다. 유전자를 절단하는 단백질 Cas9과 특정 염기를

특히, 연구진이 활용한 혼합체 주입 방식은 GMO 논란에서 비

만 제거했기 때문에 GM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

구팀 중 하나다. 2013년 1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인식하는 작은 RNA(guide RNA, gRNA)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은 DNA를 기준으로

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발전과 활용으로 GMO를 둘러싼 규

Biotechnology) 발표 이후,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정

세계 여러 연구진들은 Cas9과 gRNA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변형 작물, 이하

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례다.

를 외부에서 만들어 도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안정적인 구조의

GMO)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유전자 변

GMO는 세계 종자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시장 규모는 2020

DNA를 그릇삼아 유전자가위를 발현시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형 기술인 유전자 총이나 아그로박테리움 등은 특정 유전자 운

년 1,650억 달러, 한화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의 경우에도 단백질-RNA 복합체 방식으로 인간배양세포와 생쥐

어떻게 외부 DNA를 사용하지 않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식

반체를 삽입하는데 활용한다. 때문에 외부 DNA가 삽입될 가능

은 세계 종자 시장의 불과 1.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진

의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향후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모두 GMO로 분류되었다. 이에 반해 연구

이 활용한 방식은 DNA를 사용하지 않아 종자 산업에 큰 영향을

물 유전체를 교정할 수 있었을까?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런 연유로 김 단장은 2014년 3가지 유
전자가위를 비교한 논문을 네이처 리뷰 제네틱스(Nature Review

연구진은 DNA 형태가 아닌 Cas9 단백질과 gRNA를 외부에

진이 개발한 방식은 DNA가 삽입될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상추, 토마토, 감자, 벼 등에 적용할

서 따로 만들어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단백질과 RNA를

수 있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된다.

수 있어 향후 세계인의 먹거리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

혼합한 RNA 유전자가위는 김 단장 연구진이 개발한 방식이

DNA 삽입 없이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식은 종자 산업에도 혁신

인다.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곰팡이 질

다. 2014년 이 방식으로 인간 분화만능줄기세포 등 다양한 인

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우수 품질의 작물을 얻기 위

병에 감염되지 않는 바나나를 개발해 바나나 멸종을 막는 새로

간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하는데 성공해 지놈 리서치(Genome

해 활용한 육종기법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었다.

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크리스퍼 유전자가

Research)에 성과를 게재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단백질-RNA

반면 유전자가위는 특정 표적 유전자만 교정하기 때문에 방사

위가 바나나겟돈(행성충돌로 인한 지구 멸망을 그린 영화 ‘아마

복합체는 DNA에 비해 세포 내에서 즉시 작용하고 바로 분해되

능 또는 화학물질로 무작위 변이를 일으키는 방식에 비해 빠

겟돈’에 빗대어 바나나 멸종을 표현하는 합성어)을 막는 기술이

기 때문에 오작동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르고 정확하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 농작물 개량에

될지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

자다. 2013년 표적 염기서열을 절단하는 단백질 Cas9과 표적 유
전자의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gRNA를 결합해 유전자가위 복합
체를 만들었다. 특히, 김 단장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확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쏟고 있다. Cas9과 gRNA를
화학적 혼합체로 주입하는 방식은 김 단장 연구팀만의 노하우
가 담긴 기술이다. 최근 3.5세대 유전자가위인 Cpf1 유전자가위

AIDS 세포치료제를 만들 때에도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이용한 유전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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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쉴 때, 몸속 세포에서는 단백질과

(Microtubules)을 따라 이온·당·아미노산 등의 수송물질들을

같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한다. 합성된 물질들은

특정 장소로 운반한다. 미세소관은 속이 빈 원통모양을 한 단백

세포 내 분자가
지능을 가졌다?

세포 내 작은 소기관으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물질들은 복잡한

질 섬유로 세포 골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세포 이동에 관여

융합과 분열과정을 거쳐 적재적소로 이동한다.

한다. 연구진은 분자 모터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물질전달

위에 설명한 세포 내 유통은 생명 유지의 기본 원리다. 물질이

을 위해 여기 저기 목적지를 찾아 무작위로 주위를 살피다가 때

제대로 유통되지 않거나 최종 목적지에 다른 물질이 배달되면

때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패턴이 있음을 관찰했다. 가까운 곳을

분자 모터, 동물처럼 움직이는 이동패턴 발견

당뇨병, 신경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세포의

이동하고 탐색할 때는 자주 방향을 바꾸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

물질 수송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고자 할 때는 특정 방향으로 움직임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일이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세포가 물질을 어떻게 대상 목적

확인했다. 이동 방향에 대한 경향성이 레비 워크 패턴을 일으킨

지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지 탐구해왔다.

다는 분석이다.

세포 속 물질의 이동을 연구하는 것은 우편배달부가 물건을 목

이번 연구의 핵심은 배달부 역할을 하는 분자 모터가 화물을 전

적지까지 어떻게 배달하는지 파악하는 것과 같다. 이전에는 배

달할 때, 특별한 기억이나 지능이 없음에도 정해진 목적지를 효

달차량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내는 데 집중해, 목적지까지 도

과적으로 찾아내 배송을 마무리하는 패턴을 발견한 데 있다. 그

랜덤워크 Random Walk

레비워크(Lévy walk) 역시 브라우니안 운동과 비슷한 랜덤워크지만 때때로

아무런 규칙 없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물속에 잉크가 퍼

긴 거리를 점프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수학자 폴 레비(Paul Levy)

달하는 로드맵을 이해하려는 연구는 드물었다. 첨단연성물질

래닉 단장은 “본 연구는 세포 물질의 이동과 운동 메커니즘에

지는 모습, 반도체 소자에서 전자들의 움직임, 등락을 반복하는 주가그래

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로 상어, 꿀벌, 해파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동물들이

연구단 스티브 그래닉(Steve Granick) 단장은 세포 내 물질이 정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했다”면서 “레비워크 패턴을 인공적

프 등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이나 물리적 변화에서 드러

한 지역에서 불규칙하고 빈번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움직이다가 때때로 먼 거

교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원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인공 능동 물질을 개발하거나 효율적인

나는 패턴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리를 이동해 먹이를 찾는 등 무작위적 행동 패턴이나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

랜덤워크 중 각각 걸음이 비슷한 길이를 갖고 이동하는 것을 브라우니안

어 굶주린 상어가 머기를 찾을 때 주변 지역을 샅샅이 탐색하다가 가망성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세포 내 운송과정을 이전과 다른 연구

물질 전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동(Brownian motion)이라 한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

없으면 간헐적으로 멀리 새로운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미국에너지국(DOE)의 지원을 받아 IBS 연구단과 미국 일리노

라운(Robert Brown)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이 브라

비록 이견이 있지만 레비워크는 어떤 목물을 임의로 탐색하거나 수송하는데

그래닉 단장은 세포 내 물질이동에서 동물들의 먹이를 찾을 때

이대학교 연구진이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이번 연

우니안 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위에서 예시로 든 현상들도 모두 브라

있어 효율적이면서 기능적 이점이 있다는 보고가 학계에 이어지고 있다.

보이는 ‘레비워크(Lévy walk)’ 이동 패턴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구성과는 네이처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에 2015년 3월

분자 단위의 물질 이동과정이 마치 지능이 있는 동물들과 같이

게재되었다.

우니안 현상에 해당한다.

효율적으로 목적지를 탐색하고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세포 내 물질은 분자 모터(Molecular motors)로 운반된다. 분
동물처럼 움직이는 분자모터의 이동패턴
분자 모터는 세포 내부에 도로망처럼 뻗어 있는 미세소관을 따라 화물(물질)을
운반한다. 분자 모터는 나노미터(10억 분의 1미터) 간격으로 미세소관을 이동
하는데, 정지, 분리, 재결합 등의 기능을 한다.

논문정보
Kejia Chen, Bo Wang and Steve Granick, “Memoryless
self-reinforcing directionality in endosomal active
transport within living cells”, Nature Materials, 14, 6,
589-593, 2015

자 모터는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동작(세포분
열, 세포 내 수송, 세포 운동 등)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일컫는
다. 분자 모터는 세포 내부에 도로망처럼 뻗어 있는 미세소관

수송물질
이온, 당, 아미노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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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동작들을
조절하는 단백질들. 세포 분열, 세포 내
물질 수송, 세포 운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세포 내 물질은 분자모터에 의해 운반

0

S

분자모터

Flight

미세소관
속이 빈 원통 모양의 단백질 섬유. 세포 골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세포 이동에 관여

300nm

‘Run’ = hundreds of
molecular steps

Isotropic
turning angles

살아있는 세포 내 분자모터의 이동경로
위 그림에 보이는 회색점은 추적한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runs(달리기), turns(회전),
flights(비행)의 경로를 볼 수 있다. 활발한 이동을 보인 부분은 원으로 표시되는데, 소파동
분석으로 감지했다. 각각의 색깔이 있는 선은 맨 왼쪽 위에 삽입된
정도와 같이 경과된 시간을 나타낸다.

30

INSTITUTE FOR BASIC SCIENCE

12.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반도체 없는 전자 회로 탄생
가능성을 보다
금(Au) 나노입자 이용해
땀과 물에 강한 전자 회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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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따른 변화를 전기신호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응용성이

프린터로 인쇄하듯 금 나노입자를 층으로 쌓아 복잡한 회로를 만

크다. 실제로 습기를 측정하거나 염산 등 유독성 가스를 감지하는

들 수 있다.

센서를 만들기도 했다. 연구진은 화학적인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그쥐보프스키 그릅리더는 “기존의 모든 전자회로에는 반도체가

이 소자에 ‘화학 전자회로(Chemoelectronics)’라는 별칭을 붙였다.

필요하지만 금속만으로도 전자회로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이 설립한 벤처기업

보여주고 싶어 이 소자를 개발했다”며 “앞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

누맛테크놀로지(NuMat Technologies)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진행

해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 생체적용에 적합한 기

한 그쥐보프스키 그룹리더는 이번 연구를 “금속을 기반으로 전통

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적인 반도체와 유사한 기능을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
례”라고 평했다. 그는 “금 나노입자에 전하를 붙이는 기술을 활용
하면 기존 반도체 회로가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능을 취할 수 있을
논문정보
Yong Yan, Scott C.Warren, Patrick Fuller and Bartosz
A. Grzybowski, “ Chemoelectronic circuits based on
metal nanoparticles”, Nature Nanotechnology, 11, 7,
603-608, 2016

1) 반도체(Semiconductor):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나타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는 물질. 초기 반도체는 게르마늄이 사용됐으나 현재는 대

연구진이 개발한 금속 입자의 장점은 물기가 있거나 습한 환경에

부분 실리콘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열, 빛, 자기장, 전압, 전류

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염분이 있는 환경에서도 구동된다.

등에 따라 성질이 크게 바뀌어 이 특징을 이용해 다양한 용도

이온들은 물에서도 잘 확산되기 때문이다. 금을 기본재료로 해 젖
은 상태에서도 독성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하게 휘어져도

로 쓸 수 있다. P형 반도체는 전압이 주어지면 정공(h+)이 이동
하면서 전하(전기 에너지를 띤 전자)가 이동하고, N형 반도체
는 전압이 주어지면 자유로운 전자(e-)가 이동하면서 전하가 이

작동이 가능할 만큼 유연성이 크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동한다. 두 반도체를 적절하게 조합하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소자에도 적합하다는 얘기다. 추가적인 공정이 개발된다면 잉크젯

같은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전하를 띠는 금 나노입자의 구조와 적용 분야
금 나노입자는 리간드 결합으로 양전하와 음전하로 둘러싸인 구조를 갖는다. 각 전하의 말단 부에 다양한 종류의 이온과 분자 등을 쉽게 붙일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 예를 들어
산화제로 많이 쓰이는 염소 음이온은 바능성이 크다. 염기를 잘 사용하면 저항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알칼리 이온과 성질이 비슷한 암모니움 염기와 결합하면 다이오드 제작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이온과 분자를 붙일 수 있는 소자는 저항기, 다이오드, 양이온 센서, 산/염기 가스 센서, 습도 센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 나노입자로 만든 전자 회로
바르토슈 그쥐보프스키 그룹리더는 금 나노입자를 활용해 잘 휘고 습한 곳
에서도 작동하는 화학 전자회로(Chemoelectronics)를 개발했다. 건조한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반도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녀 웨어러블 기기에 응용
성이 매우 크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의 핵심 부품에
1)

으로만 흐르게 소자를 만든 것이다. 다른 전하를 띠는 입자를 붙이

는 모두 반도체 가 쓰인다.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통

면 이온 이동이 자연스레 발생한다. 소자는 마치 전압이 주어지면

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정공이 이동하는 P형 반도체나 전자가 이동하며 전하가 이동하는

상용화된 반도체는 대부분이 습한 환경에 취약하다. 소자 내부의

N형 반도체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반도체는 아니지만 전자를 흘려

회로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연성이 떨어져 잘 휘거나 구부

줄 수 있는 반도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소자를 응용하면 복

러지지 않는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전자소자 개발에도

잡한 회로를 설계해 센서나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다.

응용이 어려운 이유다.

반도체는 논리소자를 활용해 연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바르토슈 그쥐보프스키(Bartosz A.

소자는 전압차로 논리회로를 구성하는데,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Grzybowski) 그룹리더는 반도체가 아닌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

논리소자도 만들었다. 연구진은 금 나노입자 층으로 만든 단순한

해 반도체의 취약점을 극복할 전자소자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

회로를 응용해 3가지 논리 게이트를 구현했다. AND(A 그리고 B),

했다. 습기에 취약하고 딱딱했던 기존 반도체 소재의 한계를 극

OR(A 또는 B), NOR(A도 B도 아닌)의 경우 모두 각각 다른 전압을

복할 방안을 찾은 것이다. ‘반도체 없는 전자회로’의 시작을 알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금속 기반의 나노물질로도 기존 반도체

리는 이번 연구는 2016년 3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처럼 복잡한 전자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증거다.

Nanotechnology)에 소개되고, 7월에 저널 표지를 장식했다.

전하를 띠는 분자로 둘러싼 금 나노입자의 말단에 다양한 종류의

연구진은 금(Au) 나노입자를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는 분자로

이온과 분자 등을 붙일 수도 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습도나 가

만들었다. 각각의 전하를 띠는 금 나노 입자를 맞붙여 전자가 한쪽

스, 금속 이온 등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극히 미세한 각종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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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와 금속 이온의 전자 교환이 아닌 금속 이온과 금속 이온의

또한 다양한 금속산화물은 이종접합 나노산화물을 제작하는

전자 교환을 실현했다. 나노입자는 부피 대비 표면에 존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망간산화물은 철 이온 뿐 아니라

금속산화물 부식반응,
나노입자 활용성 더하다

원자가 많으므로 표면에너지가 높아 가능한 일이었다.

주석이온과도 갈바닉 교환반응이 일어나며, 코발트 산화물도

흥미로운 점은 산화망간 나노결정 속 망간 이온과 수용액 상의

같은 반응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앞으로 갈바닉 교환반응으로

철 이온이 교환되는 방식에 있다. 금속이온들은 나노입자의 표

다공성·다금속성 산화물 나노입자를 합성하면 이차화학전지,

면을 중심으로 상호 확산하기 보다는 다른 교환방식을 보였다.

태양전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으

갈바닉 교환반응으로 2가지 금속 섞인
나노산화물 제작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나노결정의 모서리 부분에 선택적으로

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광촉매, 생의학 진단 및 치료

철 이온이 침전되어 달라붙고 동시에 결정의 평평한 면에서 망

분야에도 응용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 이온들이 떨어져 나오며 교환이 이뤄진다. 반응이 진행 될수
록 평평한 면의 구멍이 점점 넓어져 육면체의 모서리 골격만 남
게 된다. 결국 결정은 철 이온으로 덮이고, 일부 망간 이온이 존
재한다.
논문정보

원하는 비율로 금속이온 섞어 나노구조물 제작

Myoung Hwan Oh et al., “Galvanic Replacement
Reactions in Metal Oxide Nanocrystals”, Science,
340, 6135, 964-968, 2013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해 생긴 탄소 클러스터 C60을

속이 비어 뼈대만 남아 있는 나노구조물은 표면적이 더 넓다.

말한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

그러나 이번 성과는 단순히 표면적이 더 넓은 나노구조물을 만

는다. 윤활제, 촉매담지체, 약물전달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온이 의도된 비율로 섞인 산화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갈바닉 교환반응으로 다양한 비율의 철, 망간 이종접
합 나노산화물을 합성했고, 이를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물질로
사용했다. 이 나노산화물들 중 배터리 구동 시 가장 안정한 음
금속산화물 갈바닉 교환 반응은 나노 화학반응의 새로운 발견이다. 속이 비
고 표면이 다공질인 나노구조물은 촉매 활성이 뛰어나 에너지 저장, 약물
전달에 효과적이다. 이차전지, 고효율 태양전지, 광촉매, 생의학 진단 및 치
료 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화금산(HAuCl4) 수용액에 넣어 속이 텅 빈 금(Au) 나노구조물

시대의 도래를 예상했다. 그의 예견대로 나노과학은 요즘 가장

로 만드는 내용을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했다. 은은 금보다

주목 받는 분야 중 하나다. 물리, 화학, 전자 등의 지식이 필요한

반응성이 커서 전자를 잃으며 수용액상에서 이온화되고, 금 이

대표적인 융·복합 분야인 나노과학에서는 기초와 응용과학이

온은 전자를 받아 금속 금으로 된 구조물이 생긴다. 이처럼 전

자연스럽게 접목된다.

해질4)의 금속이온 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갈바닉 교환반응’

나노입자는 기존 벌크입자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으로 이온화돼 부식5)된다.

재료.
4) 전해질: 극성 용매(예: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라져도 정전용량7)과 안정성은 비슷함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기

로 분해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 예로, 금속이 공기 중의 산소와

철, 망간 이종접합 나노구조산화물은 정전용량이 최대 3배까

은 미국 라이스대 리처드 스몰리 교수는 20여 년 전, 나노과학

른 물질이거나, 같은 화학 조성을 갖 지만 결합 양식이 다른 물질
3) 음극재: 전극에서 전류를 받아들이는 쪽인 음극으로 이용되는

5) 부식: 금속이 외부 환경과의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구성 원자

용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갈바닉 교환반응으로 만들어진

지난 2002년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은(Ag) 나노구조물을 염

연구가 진행 중이다.
2) 탄소동소체: 같은 원소인 탄소로 되어 있지만 원자의 배열이 다

극물질은 Mn1.1Fe1.9O4였으며, 망간 이온과 철 이온의 비율이 달
존 흑연 음극을 대체해 산화망간 나노결정을 사용할 경우 정전

1985년 풀러렌(fullerene)1)을 발견해 1996년 노벨화학상을 받

는 그을음에서 발견한 완전히 새로운 나노물질이다. 탄소 원소

나노입자 자체도 벌크입자에 비해 질량 대비 표면적이 넓지만,

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나의 나노결정에 두 가지 금속이

부식반응으로 나노입자 무궁무진한 확장성 제시

1) 풀러렌(fullerene): 흑연 조각에 레이저를 쏘았을 때 남아 있

반응하여 전기화학적으로 산화되는 것이 있다.
6) 금속산화물: 산소와 금속원소의 화합물을 말하며, 자연계에서
대부분의 금속원소는 대기 중의 산소 또는 물속의 산소와 반
응해 산화물을 형성한다.

지 올라감을 확인했다. 망간과 철 비율을 달리한 이종접합 나노

7) 정전용량: 절연된 도체가 전기량을 축적하는 능력의 정도를

구조산화물의 경우도 50회 이상의 충·방전을 실시했지만 처

나타낸다. mAh는 배터리의 공급가능용량을 뜻하며, mAh가

음과 거의 유사한 정전용량을 보였다.

클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전기를 방출한다.

전혀 다른 물리·화학·기계적 특성을 보인다. 탄소동소체2)인 벌
크소재 흑연과 나노소재 그래핀이 대표적인 예다. 흑연은 연필
3)

금속산화물 갈바닉 교환반응 첫 발견

심과 화학전지의 음극재 로 주로 쓰이며 활용이 한정적이다.

이전까지 갈바닉 교환반응은 금속만 가능하다고 알려졌었다.

반면 그래핀은 전류를 단위면적당 구리보다 100배 많이, 실리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 단장은 금

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달하고 기계적 강도는 강철보다

속산화물도 갈바닉 교환반응이 일어남을 발견하고 2013년 5월

200배 강해 꿈의 소재로 불리며, 다방면의 차세대 소재로 손꼽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했다.

힌다.

연구진은 금속산화물6)인 산화망간(Mn3O4) 나노결정을 철과염

다양한 나노입자들은 생물학적 표지, 약물전달, 촉매작용, 광 기

소산염(iron(Ⅱ) perchlorate) 수용액에 넣고 반응시켜, 산화망

술, 정보 저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물리·화학적 변화로 에너

간과 산화철로 된 나노구조물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산화망

갈바닉 교환과정으로 부식된 나노입자

지를 생성하고 저장하거나 소재의 성질을 바꿔 에너지 효율을

간과 산화철의 조성을 조절해 시작 물질인 산화망간을 산화철

갈바닉 교환 반응에 의한 나노입자 형태 변환과정. 이온의 농도에 따라 미세 구멍이
생기고, 입자를 이루는 벽이 두꺼워진다.

높일 수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주요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변환시켰다. 또한 갈바닉 교환반응을 이용, 화합물 속 금속

갈바닉 교환반응이 일어나기 전 Mn3O4 나노입자와 반응 후
g-Fe2O3 나노구조물의 현미경 사진
이온 환원과 산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Fe2O3 의 표면과 내부에 결정화가 된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입자의 틀이 유지된 채 새장 형태의 나노산화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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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노입자 연구단

그래핀 전자피부로
당뇨병 다스린다
땀 속 당, 온도, 습도 측정하고
미세침으로 약물 주입 혈당 조절

논문정보
Hyunjae Lee et al., “A graphene-based electrochemical device
with thermo-responsive microneedles for diabetes monitoring
and therapy”, Nature Nanotechnology, 11, 566-572, 2016
Donghee son et al., “Multifunctional wearable devices for
diagnosis and therapy of movement disorders”, Nature
Nanotechnology, 9, 5, 397-4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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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해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당뇨약물이 자동적

진단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전자소자들이 결합했다. 그래

으로 투여되고 처치되는 과정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본 연구성

핀 당뇨패치 전자피부 개발의 모태가 된 이 연구는 2014년 3월 네

과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016년

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소개됐다.

3월 게재되었다.

또한, 머리카락 40분의 1 두께(약 2.6마이크로미터)의 최첨단 양자

나노입자 연구단은 새로운 나노입자를 디자인하고 합성하는 기술

점 LED 디스플레이를 초박막 필름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마음대로

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분야에 응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딱딱

구부리고 늘릴 수 있으면서 저전압과 방수에도 강해 사람의 피부

한 실리콘 반도체를 수십 나노미터 두께로 유연하게 가공, 우리 몸

에 부착한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곳곳에 적용 가능한 저전력 웨어러블 전자의료 기기로 구현하는

영화에서만 봐 왔던 손목 위 디스플레이를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데 집중해왔다.

연구성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2014년에는 나노박막과 나노입자를 활용해 신축성 있는 웨

에 2015년 5월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어러블 전자패치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피부와 유사하게 25%

국제 특허 출원도 추진하는 등, 미래 고성능 웨어러블 기기를 위한

정도 늘어나는 신축성을 지니면서 센서, 메모리, 전기히터 등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에 나서고 있다.

전기화학 센서 플랫폼을 만들었다. 여기에 수용성 혈당조절 약물
(메트포민)로 만든 미세한 침에 42℃ 이상 온도에서 녹는 상변화
물질(tridecanoic acid)을 코팅하고, 온도센서·전기히터를 결합

산화물

환원물

한 약물전달 시스템을 추가했다. 혈당 측정과 조절기능이 모두 가
능한 당뇨패치를 구현해낸 것이다. 또한 패치는 사물인터넷(IoT)과

Moon Kee Choi et al., “Wearable red–green–blue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 array using high-resolution intaglio transfer
printing”, Nature Communications, 6, 7149-7157, 2015

피부처럼 유연한 특성을 가져 피부가
움직여도 센서의 성능이 유지된다.
습도 센서는 땀이 발생하면 땀 속의
당 농도를 측정한다. 산성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주변 환경을 읽고
변화 요인들을 보정할 수 있어 땀 속
당 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한다.

유연재질 화학전극

포도당 센서

포도당 센서의 세부 구조, 산화-환원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를 이용해
땀 속 포도당 농 도 변화를 감지한다.
방습 필름
금 도핑 그래핀

습기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73억 인구 중 당뇨병 환자가 4억 2

그래핀 기반 당뇨 패치

포도당-pH 센서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류 12명 중 1명은 당뇨병 환

땀 흡수층

자라는 뜻이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한국은 당뇨병 환자가

땀
금 나노 망사

320만명, 당뇨병 고위험군이 660만명으로 당뇨병 위험인구 1천만
피부

명 시대에 들어섰다. 30세 이상 성인 8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진피층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포도당

땀조
절및

감지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다. 높은 혈당이 지속돼 망막,
신장, 신경 등 미세혈관과 심혈관계에 합병증이 동반되는 만성질
패치형 통합 센서

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지속적
인 혈당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혈당 측정을 위해 매일같이 손끝을

미세바늘

약물

바늘로 찔러 피를 내야 하는 고통과 주사를 통한 투약의 번거로움
은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온도 감응 약품 주입

나노입자 연구단 김대형 연구위원 연구진은 환자 피부에 붙이기

땀 속 당 농도를 측정해 고혈당 상태가 확인될 경우, 미세바늘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 활 성화된다. 미세바늘 안에는 2형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민(metformin)이 담겨 있다. 미세바늘
외부에는 녹는점이 체온보다 높은 상변화 물질(Phase change
materials)이 감싸고 코팅돼 있다.

만 하면 혈당 측정부터 약물 주입을 통한 혈당 조절까지 가능한
만능 그래핀 당뇨패치 전자피부를 개발했다. 당뇨패치는 피부에

온도 변화

온도센서

서 분비되는 땀 속 당 함량과 온도, 습도, 산성도(pH) 등을 측정한
다. 채혈을 하지 않고도 혈당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미세바늘

무선장치에 연결

히터
무선 통신

있다. 혈당 측정치가 높을 경우, 혈당조절약물을 담은 미세 바늘이
녹으면서 피부로 주입돼 실시간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연구
진은 당뇨병에 걸린 쥐(db/db mouse)를 통한 동물실험과정에서
미세바늘을 통한 혈당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금이 도핑된 그래핀과 그물구조의 금(Gold mesh)으
로 구성된 전극으로 투명하면서도 전기화학적 계면특성이 우수한

약물주입

진피층

블루투스 무선 통신
진동 감지
혈당 관리용
당뇨 패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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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탄생의
순간을 보다
펨토초 엑스선 회절법 이용해 1조 분의 1초
화학결합 순간 포착

논문정보
Kyung Hwan Kim et al., “Direct observation of bond
formation in solution with femtosecond X-ray scattering”,
Nature, 518, 7539, 385-389, 2015

분자들의 운동을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는 ‘들뜸 탐색 방법’
을 개발했다. 가시광선(레이저)을 쏘인 기체 분자는 들뜨면서 모
든 분자가 일정하게 진동하는데, 이때 펨토초 레이저로 분자의
움직임을 연달아 찍으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마치 연못에서

인류는 기초과학으로 지적(知的) 경계선을 넓혀왔다. 하지만 기

일어나는 파동을 보기 위해 돌을 던져 첨벙하는 순간부터 계속

초 연구가 어디에 활용될지는 인간의 직관만으로 예상하기가

사진을 찍는 것과 비슷하다. 즈웨일 교수는 펨토화학이란 새로

무척 어렵다. 영국 물리학자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이 대표적

운 분야를 탄생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노벨 화학상을 수

예다. 우리가 일상에서 TV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

상했다.

술의 토대가 바로 전자기학 이론이다. 과연 맥스웰이 이를 예견
했을까? 의료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기공명영상(MRI)도

분자가 깨지고 결합하는 순간 관찰

마찬가지다. 과학자들은 활용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즈웨일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과정을

자핵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

이수한 이 부연구단장은, 분자의 화학반응을 관찰하는 연구에

연구팀은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렇듯 과학적 궁금증과 이를 해소할 원초적 탐구는 과학적 업적

몰두했다. KAIST 교수로 부임한 뒤에도 그는 기체보다 훨씬 복

수용액에 녹은 금 원자가 3개 모이는 것에 주목했다. 이 부연

을 탄생시켰다.

잡한 액체 속에 있는 분자가 깨지는 과정을 관측해 2005년 사

구단장은 “가까이 있는 금 원자 3개에 레이저를 쏘면 들뜬 상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이효철 부연구단장의 연구성과도

이언스(Science)에 발표했다. 당시 엑스선은 분자 구조(단백질

태를 거쳐 화학결합을 한다”며 “이렇게 형성된 금 삼합체(gold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이효철 부연구단장은 학부 시절 유

결정 등) 파악에 사용하는데 그쳤으나, 이 부연구단장은 엑스선

2)
trimer) 의 구조가 펴져 있는지 굽어 있는지, 시간에 따라 원자

1)

펨토초 엑스선 회절법 실험 과정
10시 방향 레이저 펄스로 수용액상의 금 삼합체의 광반응이 시작되고, 특정 시간이 지난
뒤 펨토초 엑스선 펄스로부터 회절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반응이 일어나기 전 바닥상태
인 S0구조에서 레이저 펄스에 의해 광반응이 시작되면 500펨토초 이내에 화학결합이 생
성되어 S₁구조가 나타난다. 그 이후, 결합 길이가 더 줄어든 T₁구조가 1.6피코초 내에 형
성되고, 외부의 금 단량체 하나가 더 결합하여 형성되는 사합체(tetramer)가 3나노초에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사합체 분자는 100나노초에 바닥상태로 돌아가면서 광반응이 마
무리된다.

기화학 강의 때 들었던 화학반응식에 강한 호기심을 가졌다고

의 회절 패턴을 분석해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알아냈다. 그는

사이의 거리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한다. 호기심이 화학반응 과정에서 원자들이 결합해 분자가 탄

“원자 단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파장이 0.1nm 정도로 짧은

IBS 연구단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끊

생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연구의 순수한 동기라고 한

엑스선을 이용했다”며 “당시에 사용한 엑스선은 3세대 방사광

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다. 이 부연구단장은 “화학반응은 과학의 기초 중 기초라 할 수

가속기에서 나오는 엑스선으로 펄스폭이 100피코초(ps, 1ps=1

있다”며 “앞으로 화학반응의 이해를 넓히는 데 매진할 것”이라

조 분의 1초), 즉 0.1나노초(100억분의 1초)가 당시 가장 정밀한

펨토초 엑스선 회절법, 단백질 연구 활용

고 말했다.

시간 분해능”이라고 설명했다. 0.1나노초 보다 짧은 시간의 변

레이저 기술과 엑스선 회절법을 결합한 펨토초 엑스선 회절법3)은

2) 금 삼합체: 금 원자단 세 개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화학식은

화학결합이 진행되면 분자 구조는 단계적으로 변한다. 화학결

화는 알 수 없었다.

분자의 빠른 움직임을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측정할 수 있

[Au(CN)2-]3이다. 수용액 상 각 금 원자 단 사이의 상대적 효

합이 생성되고 끊어지는 과정이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데, 원

이후 이효철 부연구단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IBS 연구단에 합류

다. 반응을 시작한 분자에 펨토초 엑스선 펄스를 쏘면 분자 의

자의 크기가 0.1~0.2나노미터(nm, 1nm=10억 분의 1m)로 매우

한 뒤, 앞선 연구성과가 나온지 10년 만에 더 놀라운 연구성과

구조에 따라 특징적인 회절 이미지가 얻어진다. 회절 이미지를

작고 그 과정이 대부분 수십~수백 펨토초(fs, 1fs=1000조 분의

3) 펨토초 엑스선 회절법: 펨토초 엑스선 펄스의 회절 현상을 이

가 네이처(Nature)에 2015년 2월에 게재됐다. 펨토초 엑스선 펄

역으로 분석하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분자의 3차원 구조가

용해 분자의 삼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분자에 조사된

1초)로 매우 빨리 일어난다. 때문에 한동안 과학자들은 미세하

스로 액체 상태에서 화학반응의 시작을 관측하는 데 성공한 것

나온다.

펨토초 엑스선 펄스의 회절 현상으로 분자의 삼차원 구조에

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구조 변화를 직접 포착하는 것을 불가능

이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1000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분자 구

연구진이 개발한 펨토초 엑스선 회절법을 이용하면, 분자의 진

따라 결정되는 특징적인 회절 이미지를 얻는다. 레이저 펄스로

하다고 여겼다. 화학반응은 출발점(반응물)과 종착점(생성물)만

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분자 수억 개가 아무렇게나 섞여

동, 회전 운동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의 탄생 순간

알 수 있었고, 그 중간 과정은 이론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있는 상황에서 깨지는 것 보다, 결합하는 것을 관측하기 훨씬 어

과 단백질 구조의 단계별 변화도 밝혀낼 수 있다. 단백질의 3차,

하지만 1980년대 초 펨토초 레이저 기술이 개발되자, 미국 캘

렵다. 수많은 부부가 광장에 모여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4차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리포니아공대의 아메드 즈웨일 교수는 이를 이용해 화학반응

부부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호각 소리에 맞춰 일제히 손을 놓는

단백질이 관여하는 반응의 초기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시도했다. 즈웨일 교수는 펨토초 레이

상황은 매우 쉽다. 하지만 마구 섞여 있던 부부들에게 호각 소리

그 결과 반응의 제어는 물론이고, 질병 치료, 신약개발에 필요한

저, 즉 10~50펨토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레이저를 이용해 기체

에 맞춰 손을 잡으라고 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기초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엑스선 회절: 물질에 엑스선을 입사시키면 각각의 원자로부터
산란파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 특정한 방향으로만 엑스선
이 진행한다. 이것이 엑스선 회절인데, 회절파의 강도와 진행
방향이 원자의 종류와 배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
절된 빛을 조사해 분자의 삼차원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과로 인접한 곳에 모여 있다, 레이저에 의해 들뜬 상태가 되면
화학결합한다.

반응이 시작되면, 시간에 따라 회절 이미지를 얻어 역으로 분
자의 시간에 따른 삼차원 구조를 계산해 낼 수 있다.

금삼합체 분자
탄생 순간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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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제올라이트로
완벽한 3차원 그래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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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까지 원활한 확산이 필요하다. 대개 에틸렌, 아세틸렌, 프로필렌

결정 속에 더 큰 크기의 구멍(지름 2~50nm, 메조 나노기공)을 일정

등 두세 개의 탄소 원자로 이뤄진 기체상태의 탄화수소 분자가 사

하게 배열한 제올라이트 합성을 연구해왔다. 유룡 단장 연구진은 계

용되는데, 이들 분자는 750℃ 이상의 고온에서 열에너지에 의한 중

면활성제를 활용해 그 숙원을 풀어 2011년 7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

합반응이 일어나 단단한 탄소 구조로 변한다. 제올라이트 기공 크기

스(Science)에 게재한 바 있다.

가 1나노미터(nm, 1nm=10억 분의 1m) 이하로 굉장히 작아, 탄화 반
응은 기공 내부보다 제올라이트 결정 표면에서 쉽게 생긴다. 결국

저비용 대량생산 가능해
화학·에너지 산업 혁신 기대

속까지 규칙적인 그래핀 구조의 마이크로 기공을 갖는 탄소 구조체
가 아닌, 제올라이트 입자 표면만 둘러싼 형태의 탄소껍데기(carbon
shell)가 남는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제올라이트를 주형으로 3차원
그래핀 구조의 탄소를 합성하는 연구는 탄소 생성물의 질(quality),
합성 규모(scale) 등에 제약이 많았다.

논문정보
Kyoungsoo Kim et al., “Lanthanum-catalyzed synthesis of
microporous 3D graphene-like carbons in zeolite template ”,
Nature, 535, 131-135, 2016

300mAh의 정전용량을 보였고, 일반 그래핀의 경우 450mAh, 3차원
그래핀은 약 700mAh로 나타났다. 흑연의 2배를 상회하는 정전용
량을 보인 3차원 그래핀을 음극으로 사용 시, 새로운 대용량 배터리
구현이 가능하다.

격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이온이 음전하를 띠어 양이온과 결합이 용
이하다. 따라서 란타늄 양이온은 탄화수소 분자의 탄화온도를 낮춰
주고, 탄소는 제올라이트 기공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실험 결과, 란타늄이 들어간 제올라이트는 상대적으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 테슬라社의 ‘모델’ 시리즈는 1회 충전으로
약 400km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문가들은 1회 충전으로

제올라이트 주형과 란타늄 촉매 활용

500km 이상 운행이 가능해야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3차원 그래핀은 일반 그래핀이 갖는 전기 전도성과 열전도도, 물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이 조건을 충족

화학적 안정성 등의 우수성에 더해, 넓은 반응면적과 다양한 응용이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능한 나노 다공구조를 갖춘 차세대 신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음극, 양극, 분리막과 전해질

3차원 그래핀은 2차원 평면구조를 곡면으로 구현해 반응면적이 좁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리튬이온이 발생하는 양극과 이를 받아

고 2차원 구조로 되돌아가는 등의 문제로 상용화가 어려웠다. 그러

들이는 음극 소재가 전지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효율이

나 새롭게 개발된 3차원 그래핀은 완벽한 입체 결정 구조로 우수한

뛰어난 리튬을 바꾸는 대신 기존 흑연 음극 소재를 3차원 그래핀으

물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췄다. 화학공업용 고효율 촉매 패키징, 고성

로 대체해 배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국내 연

능 배터리 음극제, 고효율 여과막(멤브레인)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있어 관련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유룡 단장 연구진은 제올라이트

그동안 전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의 3차원 그래핀을

(zeolite)1) 주형(일종의 거푸집)과 란타늄 촉매를 활용한 나노주형합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완벽한 형태의 3차원 마이크로 다공성 그

성법2)으로 ‘꿈의 소재’ 그래핀3)의 강점을 고스란히 살린 마이크로 다공

래핀은 이론에 그쳤었다. 유룡 단장 연구진은 제올라이트에 탄소를

성4) 3차원 그래핀을 제작했다. 이번에 개발한 3차원 그래핀은 실험결

안착시켜 탄소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모색해 2016년

과 기존 음극재인 흑연을 대체해 정전용량5)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

6월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제올라이트 주

타났다. 상용화된 배터리 사용 환경(출력 조건 : 0.3A/g)에서 흑연은

연구진은 제올라이트의 화학적 성질에 주목했다. 제올라이트의 골

형물질에 기체 탄화수소 분자를 주입하면 좁은 제올라이트 기공

매 역할을 해, 작은 기공 내부부터 탄소가 형성되고 속과 겉 모두 완
벽한 구조의 그래핀을 얻을 수 있었다.
나노 다공성 3차원 그래핀 양산 기대
이렇게 합성한 탄소 생성물은 기존의 제올라이트 주형 합성 탄소 물
질 보다 열적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전기전도성 또한 높았
다. 이는 제올라이트 내부에서 란타늄 촉매에 의해 유도된 탄소 원
자 배열이 그래핀 구조로 유도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해당 합성법
이 여러 종류의 제올라이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고, 제올라

LTA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탄소합성 결과
연구진은 기공 입구가 매우 작아 그간 주형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LTA 제올라이트를
이용해 탄소를 합성했다. 제올라이트를 제거하고 얻어낸 탄소는 제올라이트 주형의 결정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트 주형의 마이크로기공 형태로 3차원 그래핀 탄소 구조체가 자리
잡았음을 엑스선 회절로 분석해 증명했다.
이번 연구로 이론적 구상에 그쳤던 마이크로 다공성 3차원 그래핀
의 양산법이 고안돼, 앞으로 산업에 적용하고 양산이 이뤄지면 화학
공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주재료인
제올라이트가 1톤 당 300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탄화반응 후
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대량 합성에서 높은 재현성을 보여,
머지않아 본격적인 양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유룡 단장은 1999년 나노다공성 실리카(이산화규소, SiO2)

제올라이트를 주형으로 활용해 만든 3차원 그래
핀은 완벽한 입체 결정 구조로 물리·화학적 안
정성 우수한 물성을 고루 갖췄다. 제올라이트는
알루미늄(Al), 규소(Si), 산소(O) 원자로 구성된 다
공성 광물로 크고 작은 수많은 기공을 갖고 있
다. 연구진은 이 기공의 표면에 탄소(C)로 구성
된 그래핀을 생성하고, 그 후 제올라이트를 제거
해 완벽한 3차원 그래핀을 만들어냈다.

제올라이트를 주형으로 합성한 탄소의 경우 비결정질 다공성 탄소에 비해 수십 배 가량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오른쪽 그래프(가로축 : 전압, 세로축 : 전류)에서 마이
크로다공성 3차원 그래핀 구조 탄소의 수치상 기울기가 매우 큼을 보고 알 수 있다.

로 낮은 온도(600℃)에서 에틸렌 분자를 탄소 구조로 전환시키는 촉

제올라이트 주형을 염산이나 불산으로 녹여 제거하는 공정도 단순

연구진이 구현한
‘3차원 그래핀’

마이크로다공성 3차원 그래핀의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

물질을 주형으로 하는 규칙적 나노다공성 탄소 물질의 합성법을 세
계 최초로 고안, 전 세계 탄소 물질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
다. 석유화학 등 화학 산업 전체에서 쓰이는 고체 촉매 물질 가운

1) 제올라이트(zeolite): 실리콘과 알루미늄, 산소 원자가 규칙적
인 결정구조를 이룬 결정형 음극성 광물로 무수히 많은 미세
기공(직경 1nm 이하)을 갖고 있다.
2) 나노주형합성법: 주형(일종의 거푸집)을 사용해 원하는 형태
의 주조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나노구조체 합성 방법을 일컫
는다.
3) 그래핀(Graphene): 탄소원자들이 6각형 형태로 배열되어 2차
원 평면구조를 갖는다. 전기 전도성과 열전도도가 매우 높고
빛 투과율, 물리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값이 싼 장점 때문에 차
세대 신소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단위 체적 및 무게 당 성능
치가 낮은 2차원 구조로 산업적 응용에 한계가 있다.
4) 마이크로 다공성: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맹에 따르면, 직경
이 2nm 이하 크기로 정의되어 있다. 제올라이트는 대표적인
마이크로다공성 물질로, 주형으로 활용 시 마이크로다공성 탄
소구조체 합성이 가능해 산·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데 무려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올라이트의 효율 및 성능 역

5) 정전용량: 절연된 도체가 전기량을 축적하는 능력의 정도를

시 크게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일반적인 제올라이트는 결정 속

나타낸다. mAh는 배터리의 공급가능용량을 뜻하며, mAh가

구멍의 크기가 1㎚ 이하여서, 이보다 큰 분자는 구멍에 들어갈 수

클수록 더 오랜 시간 동안 전기를 방출한다.

가 없고, 반응 물질의 제올라이트 내부 확산 속도가 느리다. 모래시
계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모래의 굵기와 떨어지는 속도를 연상
해보면 이해가 쉽다. 이 때문에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제올라이트 주형에 생긴
3차원 그래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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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래핀부터 나노은, 산화규소 등 미세 소재들

자기조립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로 연구자들은 블록 분자의 구

은 벌크 소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다. 마이크로 및 나노 크

조적 특징이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체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

분자 도넛을
요리하는 방법

기의 소재는 특이한 구조가 특성을 결정하는데, 이 특성에 따라 촉

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따라서 블록 분자를 잘 설계하면 원하

매, 화장품, 전도성 박막, 인쇄용 잉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는 성질을 갖는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체를 합성할 수 있을 것

재료과학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원하는 성질의 마이크로 및 나노

으로 기대했다. 2013년 마침내 직사각형의 안트라히드로퀴논

구조체를 합성하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구조체들을 합성하

(anthraquinone)2)을 유기용매에 녹이고 자외선을 쪼이는 방법으

스스로 조립하는
나노튜브 폴리머 마이크로링

는 연구가 진행됐으나 안정적인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체 합성에

로, 속이 빈 도넛형 마이크로링을 자가조립하는 데 성공했다. 한쪽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 긴 직사각형 분자를 사용하면 반응 중간에 형성되는 고분자 조

복잡계 자기조립1) 연구단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서 분자들이 스스

각들은 이방성3)을 갖게 된다. 연구진은 실험에 앞서 등방형4) 분자

로 얇은 판상형의 고분자 조각을 형성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테두

와는 다르게 고분자 조각들이 한쪽 방향으로 말리거나 구부려져

리에만 끈끈이를 가지고 있는 원판형 분자들을 용액 상에서 뭉치

서 튜브와 같은 형태를 이루리라 예측했다.

게 하는 실험이었다. 원판형 분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고분자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모든 과정은 전자

조각은 계속해서 자라나 이차원의 고분자가 되거나, 구부러져 구

현미경과 적외선분광기, 핵자기공명분광기 등으로 관찰할 수 있었

형의 나노캡슐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 가장 먼저 타원형 고분자 조각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말려 튜

논문정보
Jiyeong Lee et al., “Hollow Nanotubular Toroidal
Polymer Microrings”, Nature Chemistry, 6, 2, 97103, 2014

브로 변한다. 그 다음 튜브가 길어져 마침내 끝과 끝이 만나서 도

직사각형의 안트라히드로퀴논

안트라히드로퀴논

안트레센 구조의 화합물

자외선을 쬐면 타원형 고분자
조각이 만들어진다

넛 모양이 된다. 이후 이론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가 서로 일치
했다.
연구진은 추가적으로 속이 빈 도넛을 만드는 반응용액에 풀러렌
과 같은 작은 분자를 넣어 도넛의 내부에 풀러렌5)이 포집되는 것
을 확인했다. 또한 도넛의 외벽인 안트라히드로퀴논이 산화환원반
응의 촉매로 작용해, 도넛 표면에 은나노입자를 입힐 수 있었다. 합
성 방법에 따라 마이크로 링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화학물질을 담을 수 있는 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로 연구진은 특별히 설계한 블록분자를 활용하면 한 번

안트라히드로퀴논

유기용매

속이 빈
도넛형 마이크로링

타원형 고분자 조각들

연결되면 떨어지지 않는 비가역적 공유결합된 물질로도 속이 빈

스스로 말려 튜브모양으로
변한다

마이크로 도넛처럼 특이한 모양의 구조체를 손쉽게 합성할 수 있
음을 확인했다.

자외선

속이 빈 합성 마이크로 도넛은 새로운 형태의 약물전달체나 촉매,
나노물질의 지지체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쉽고
안정적으로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체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
게 고안됨에 따라, 다양한 신소재 개발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1) 자기조립(self assembly): 조직되지 않은 기존의 구성요소체계
가 외부작용 없이 부품들 스스로 특정하고 지역적인 상호작용
의 결과로 조직화된 구조나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
2) 안트라히드로퀴논(anthraquinone): 안트라센 구조의 세 개의
벤젠고리 중 가운데 벤젠고리의 수소 2원자가 산소 2원자로
치환된 퀴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3) 이방성: 물질의 물성이 특정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학적 성
질을 보임.
4) 등방성: 물질의 물성이 특정 방향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음.
5) 플러렌(fullerene): 흑연 조각에 레이저를 쏘았을 때 남아 있
는 그을음에서 발견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다. 탄소 원소 60

속이 빈 마이크로링
튜브 안 쪽에 다른 분자를 넣거나
주변 금속 나노입자의원형배열을
위한 틀로 사용할 수 있다.

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해 생긴 탄소 클러스터 C60을 말한

말린 나노튜브들

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다.

끝이 점차 길어지면서 도넛
모양으로 변한다

윤활제, 촉매담지체, 약물전달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42

INSTITUTE FOR BASIC SCIENCE

18.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43

MAKING DISCOVERIES FOR HUMANITY & SOCIETY

공정이 동반될뿐더러 액화 도중 에너지 밀도가 낮아져 활용이 제

“연구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집중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

한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에서는 원유 시추 시 발생

어 행운”이라고 덧붙였다. 백 부연구단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이론

메탄가스 분해 성공
원유 대체 물질 기대

하는 메탄가스를 태우는 것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다. 이 때, 환

분야와 실험분야가 합작해 만들어낸 산물이라 평했다.

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한다. 연소과정

이번 연구는 메탄가스를 새로운 에너지원과 석유화학 원료로 사

에서 2차 환경오염까지 유발하는 셈이다.

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연구팀이 촉매반응으로 만든

이에 백 부연구단장은 계산화학으로 화학반응에 필요한 정확한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생성물은 어떤 분자와 반응시키느냐에 따

계산화학으로 새로운 촉매반응 찾아

촉매 물질을 예측하고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도 높은

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을 더하면 메탄올이 되

1)

논문정보
Seihwan Ahn et al., “Catalytic borylayion of
methane”, Science, 351, 1424-1427, 2016

실험을 제안했다. 밀도범함수 를 응용한 컴퓨터 모델을 고안해 어

고, 다른 화학 합성물질과 반응시키면 플라스틱, 의약품, 의류 등

떤 촉매가 메탄가스에 효율적인 반응을 일으킬지 분석했다. 예측

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값을 갖고 실제 실험한 결과, 연구진은 이리듐 촉매를 활용할 경우

또한 이 기술을 응용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를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비율이 52%의 높은 생산율을 보임을 확인

분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2~3%에 머물렀던 수치를 크게 끌어올린

수 있다. 원유 시추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태우는 대신 활용함으

것이다.

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앞으로 고가의 이리

분해가 어려운 메탄가스로 촉매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화

듐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금속촉매를 개발하고 효율성 높은

학자들에게 오랜 꿈과 같았다. 백 부연구단장은 연구 초기

촉매를 설계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연구재원이 없어 퇴근 후나 주말에 홀로 연구를 진행해 속도가 더

이번 연구는 백 부연구단장과 안세환 연구원, 미국 펜실베이니아

디었다고 회상했다. 절친한 동료 대니얼 민디올라 교수와 아이디

대 대니얼 민디올라 교수 그룹과 미시간주립대 밀턴 스미스 교수

어를 발전시키면서 계산화학과 실험화학 각자의 분야에 집중했다.

그룹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IBS에 합류하며 연구에 큰 진전을 이뤘다.
이리듐을 활용한 붕소화 촉매 화학식
연구진은 전이금속인 이리듐을 활용한 붕소화 촉매로 메탄가스의 탄소-수소
결합을 끊고 화학반응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증명했다. 그 과정에서 계산
화학을 활용해 정확한 촉매후보 물질을 예측했다.

“우리 주변에 흔한 물질 메탄가스를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분해
할 수 있다면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백무현 부연구단장은 처치곤란인 메탄
가스를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2016년 3월 사
이언스(Science)에 게재했다.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메탄가스의
탄소-수소 결합을 끊고 화학반응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한 것. 전
이금속인 이리듐을 사용해 메탄가스의 붕소화 촉매 반응(catalytic
borylation)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탄가스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뤄진 탄화수소(Hydrocarbon) 물질
중 하나다. 원유에서 나오는 가솔린·등유·중유·경유와 천연가
스를 모두 포괄하는 탄화수소는 화학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이다. 원유, 셰일가스 등에서 추출할 수 있고, 소나 염소 등 가축의
배출가스에도 다량 포함되어있다. 매년 5억톤 이상 발생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흔하다. 하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탄소-수소 결합이
너무 강해 화학공업에 응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메탄가스는 원유 시추과정에서 발생하는 양 중 극히 일부만
이 LNG(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사용된다. 이마저도 인접국가에만
수송할 수 있다. 기체 상태 메탄가스를 상온에서 액화하려면 매우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설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복잡한

백 부연구단장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IBS 분자활성 촉매반
응 연구단 부연구단장과 KAIST 교수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연구
에 온전히 집중하며 빠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1) 밀도범함수(Density Functional Theory): 분자 내부에 전자가
들어있는 모양과 에너지를 양자 역학적으로 계산하는 이론.

“임시 공간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도 연구에만 매달

이론 물리학자 월터 콘(Walter Kohn)은 밀도범함수를 발전시

려 열정적인 연구를 함께한 안세환 박사과정 연구원 덕분”이라며

킨 공로로 199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붕소화 촉매로 앞당긴 메탄가스 활용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탄화수소 메탄가스는 발생량이 높지만 화학적 합성
과 분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져 왔다. 연구진은 화학계에 오랜 난제인
메탄가스를 전이금속인 이리듐을 활용한 붕소화 촉매로 분해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촉매반응은 화학반응 제어 가능성이 높으면서 화합물의 생산율
이 높아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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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 걸면 반도체 되는
그래핀 합성
버널적층 이중층 설계로 밴드갭 열어

논문정보

65.05

Yufeng Hao et al., “Oxygen-activated growth and bandgap
tunability of large single-crystal bilayer graphene“, Nature
Nanotechnology, 11, 5, 426-431, 2016

구리박막봉투
표면에 형성된 그래핀층

구리박막봉투
Copper pocket

구리박막봉투 표면에 버널적층 이중층 그래핀이 증착되는 과정
봉투 외부에 첫 번째 그래핀층이 증착된 후, 봉투 내부에서 구리박막을 뚫고 올라온 탄소원자들이 첫 번째 그래핀층 아래에 두 번째
그래핀층을 형성한다.

25.38

빨간 색 부분이 첫 번째 그래핀 층,
노란색 육각형들이 직경 약 0.5mm로
형성된 버널적층 이중층 그래핀이다.
Raman 2D FWHM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의 로드니 루오프(Rodney Ruoff) 단장

좁은 틈새로만 공기가 통하는 봉투를 만들고 메탄(CH4)을 활용

연구단은 또한 최근 구리박막봉투를 활용하지 않는 새로운

1) 버널적층(Bernal (AB) stacking): 서로 맞닿아 겹치는 두 그래

연구진은 미국 컬럼비아대·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연구진들과

한 화학기상증착(CVD)법을 적용해 그래핀 증착을 시도했다. 그

버널 이중층 그래핀 생산방법을 개발해냈다. 루오프 단장은 “구

핀층이 한 쪽의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쪽 육각형 격자의 중

의 공동연구를 통해, 반도체 소자 구현이 가능한 고품질 ’버널적

결과 메탄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봉투 내면에는 소량의 그래

리박막봉투를 활용하는 것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훨씬 더 큰 버

층(Bernal (AB) stacking)’1) 이중층 그래핀을 합성하는 새로운

핀이 흩어진 점 모양으로 형성됐으나, 봉투 외면에는 고밀도 버

널 이중층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단

기술을 개발했다.

널 이중층 그래핀이 성공적으로 증착됐다.

은 해당 연구성과를 다루는 논문을 준비 중이다.

심점에 위치(직교)하도록 엇갈려 쌓인 구조.
2) 밴드갭(band gap): 원자 속 전자의 운동을 각 전자가 가진 에
너지양(준위)에 따른 띠(밴드) 모양으로 설명할 때, 물질의 전
자 밴드 중 자유전자가 오가며 전류가 흐르는 전도대역과 그
아래 가전자(공유결합에 관여하는 외곽 전자)들이 위치하는 가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격자구조로 그물처럼 평평하게

전대역의 에너지 격차. 밴드갭이 없거나 매우 작은 물질은 전

연결된 막으로, 두께가 탄소 원자 1개에 불과한 이차원물질이다.

‘구리박막봉투’ 독창적으로 고안

양자컴퓨팅시대 열어갈 미래 소재 역할 기대

얇고 투명하고 가벼우면서도 매우 강하고, 실리콘의 100배에 달

먼저 첫 번째 그래핀층이 봉투 외면에 증착된 후, 봉투 내부에

특히 버널 이중층 그래핀은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하는 전자이동도와 최고 수준의 열·전기 전도도를 갖는 등 탁월

들어간 메탄에서 나온 탄소(C) 원자가 구리박막을 뚫고 올라와

받고 있는 양자컴퓨팅에도 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컴퓨

올라올 수 없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절연체)가 된다.

한 물성으로 ‘꿈의 물질’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밴드갭2)이 없어

봉투 외면 첫 번째 그래핀층 아래에 두 번째 그래핀층을 구성,

팅이 1 또는 0의 값을 갖는 비트(bit)를 기본 정보단위로 하는 것

3) 전류점멸비(on/off-current ratio): 트랜지스터 소자에서 게이

반도체 소자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거의 유일한 단점이었다.

버널 이중층 그래핀을 만들어낸 것이다.

과 달리, 양자컴퓨팅은 양자물리학의 ‘중첩(superposition)’ 성

트에 거는 전압을 조정해 소자를 켜고 끌 때, 각각의 경우 소

한편 버널적층 이중층 그래핀은 단일층 그래핀과 달리 수직방

연구진은 특히 구리에 포함된 산소가 두 번째 그래핀층의 형성

질을 이용해 1과 0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qubit,

향으로 전기장을 걸어 주면 가변 밴드갭을 가지는 반도체로 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리 속 산소가 메

양자비트 quantum bit)를 기본 정보단위로 구동한다. 컴퓨팅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로 제작하는 등

탄의 강한 탄소-수소(C-H) 결합을 끊고 수소와 결합해 안정적

성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자들이 전도대역에서 외부로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어 도체가
되며, 반대로 밴드갭이 너무 큰 물질은 가전자가 전도대역으로

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비. 즉 소자를 켰을 때의
전류값을 껐을 때의 전류값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소자에 흐르는 전류량을 쉽게 제어할 수 있어, 반도체 소자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12

단일층 그래핀보다 훨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인 하이드록시기(OH기)를 형성함으로써 탄소 원자가 자유롭게

루오프 단장은 “탄소12( C,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구성된

이중층 그래핀을 합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정립되지 못한 실

구리박막을 뚫고 올라가 두 번째 그래핀층을 구성한다고 설명

탄소원자)만으로 만들어진 그래핀은 양자컴퓨팅에 좋은 재료가

정이었다. 이에 루오프 단장 연구진은 버널적층 이중층 그래핀

했다. 이렇게 얻어진 버널 이중층 그래핀에 수직 전기장을 가하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구상의 탄소는 98.9%가 탄소12, 나머

을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자, 최대 100밀리전자볼트(meV, 1meV=1,000분의 1 전자볼트)

지 1.1%가 탄소13(13C, 양성자 6개와 중성자 7개로 구성된 탄소

연구진은 독창적으로 고안한 ‘구리박막봉투(Copper pocket)’

의 가변 밴드갭과, 기존에 보고된 버널 이중층 그래핀들보다 약

원자)이다. 루오프 단장은 “탄소12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

를 활용, 봉투 외면에 직경 500마이크로미터(μm, 1μm=100만

3배나 높은 4만 이상의 전류점멸비(on/off-current ratio)3)등

핀에 탄소13이 포함되면 큐비트가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

분의 1미터) 수준 크기의 버널 이중층 그래핀들을 고밀도로 형성하

반도체 소재로서 훌륭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 연구성과는 2016

측돼 왔다”라며, “순수한 탄소12만을 포함한 메탄을 활용해 탄

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다량의 산소를 포함한

년 2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게

소12만으로 이중층 그래핀을 생산, 양자컴퓨터의 개발을 지원

구리박막으로 수백 나노미터(nm, 1nm=10억 분의 1미터) 폭의

재됐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널적층의 구조
버널적층은 서로 맞닿아 겹치는 두 그래핀층이 한 쪽의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쪽 육각
형 격자의 중심점에 위치(직교)하도록 엇갈려 쌓인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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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로 생체 깊이 관찰
암세포 등 질병 조기 진단
세계 최고 수준
고심도 광학 현미경 개발

논문정보
Sungsam Kang et al., “Imaging deep within a scattering medium
using collective accumulation of single-scattered waves”, Nature
Photonics, 9, 4, 253-258, 2015

CASS(Collective accumulation of single scattering)
현미경 개략도
광학 현미경의 공간해상도와 작동 깊이 상관도

작동 깊이
(Imaging depth)

CASS 현미경은 공간해상도가 작고 작동 깊이가 커, 기존의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생체 표면속(1mm 이상)까지 관측 가능하다.
·공간해상도: 센서로 구분할 수 있는 두 지점의 사이의 최소각이 직선거리, 값이 작을
수록 미세 영역 구분
·작동 깊이: 이미징 할 수 있는 깊이, 값이 클수록 깊은 곳 관측

공간해상도(Spatial)

2P·MP: 이광자/다광자 현미경
SHG: 이차조화파 현미경
AO: 적응광학 현미경
OCT·OCM: 광단층 현미경

Confocal: 공초점 현미경
STED·STORM: 초고해상도현미경
PAT: 광음향 이미징
CASS: 본 연구진이 개발한 현미경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연구진이 개발한 CASS 현미경으로 그 동안 광학현미경
으로는 보지 못했던 생체 영역을 고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의료 영상기법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해 조직을 잘라내거나, 일정 크기 이상이 돼야 구별할 수 있었던 용종 등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CASS 현미경을 발전시키면 초기 단계 암세포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예상된다.

Ultrafast laser: 초고속 레이저. 레이저 펄스의 시간 폭이 100 펨토초
BS, beam splitter: 빔 가르개
SLM, spatial light modulator: 공간 광변조기. 파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장치
OL, objective lens: 대물렌즈
PZT, Piezoelectric transducer: 압전소자. 전압을 가하면 길이가 바뀌는 장치
DG, diffraction grating: 회절격자, 입사하는 빛의 방향을 꺾어주는 역할
First order: 회절격자로 회절되지 않은 빛 바로 옆으로 회절된 빛
CCD: 카메라

물체에 평면파를 입사시킬 경우, 반사파의 수평방향 운동량은

커져야 확인할 수 있었다. 암세포 치료 과정에서 전이된 작은

입사각의 수평방향 운동량에 격자 구조에 의한 운동량이 더해

암세포 조직도 발견이 어려웠다. CASS 현미경을 발전시키면 초

진다. 즉 물체의 표면이나 결정구조를 알면 구조의 규칙성으로

기단계 암세포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인해 반사된 빛의 일정한 특징이 나타난다. 다중 산란파는 이와
광학 현미경1)은 미세한 물체를 더 크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

한계를 극복했다. CASS(Collective accumulation of single

같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입사각을 바꾸면 반사파의 방향

록 발전을 거듭했지만 생체 표면에서 0.1~0.2mm 깊이 이상

scattering, 단일 산란 집단축적) 현미경은 단일 산란파의 두

이 임의로 바뀐다. 연구진은 단일 산란파의 운동량 보존 특성을

의 조직은 관찰하기 어렵다. 현재 광학현미경 기술수준으로

가지 고유 성질을 이용한다. 복잡한 산란 신호로부터 대상 물체

활용하기 위해 입사각을 바꿔가면서 반사파의 운동량을 측정하

는 생체 표면으로부터 몇백 마이크로미터(μm. 1μm=100만 분

에서 반사된 단일 산란파를 선택적으로 추출해 이미지 정보를

는 한편, 운동량이 보존되는 성분들을 증폭시켜 다중 산란파가

의 1m) 깊이까지 관측할 수 있다. 생체조직은 광학적으로 불투

얻는다. 안개 속 물방울에 산란된 빛만 골라서 제거한 뒤, 물체

만드는 배경 잡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명해 빛과 같은 파동이 지나갈 때 여러 번 방향이 꺾이는 다중

에서 산란된 빛만 남겨 짙은 안개 속에서도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한 CASS 현미경은 저 간섭성 레이

산란2)(multiple light scattering)을 일으킨다. 관찰 대상이 깊

것과 같은 원리다.

저 광원을 이용하고, 공간광변조기로 대상 물체에 입사되는 빛
의 입사각을 조절한다. 고심도에서 얻은 시분해 이미지는 여전

은 곳에 있다면 물체의 시각 정보를 담은 단일 산란파(single
scattering wave), 즉 대상에서 단 한 번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2,500장 이미지 촬영하고, 단일산란성분 추출

히 다중 산란파가 단일 산란파보다 훨씬 강해, 시분해 측정만으

크게 줄어 든다. 만약 현미경으로 생체 내부 깊은 곳까지 자세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성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 산란파

로는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입사각을 바꿔가며 2500장

히 볼 수 있다면, 암과 같은 병변을 조기 진단하는 다양한 바이

의 경우 반사된 빛이 카메라에 센싱되는 시간은 대상 물체의 깊

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단일산란성분을 추출하면 깨끗한 단일

오 센싱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이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다중 산란파는 임의의 방향으로 산란

이미지가 나온다.

단일 산란파는 관찰 대상의 표면에서만 반사되고 매질을 통과

되며, 다양한 경로를 거쳐 임의의 시간에 카메라에 도달한다. 따

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관찰 대상에서 산란된 단일산

라서 관찰 대상의 깊이를 고려해 특정 시점에 도달한 빛만을 추

피부, 장기 외피 1mm 이상 아래도 관찰

란파가 충분히 강해야 물체를 명확히 보인다. 안개가 자욱하게

출하면 단일 산란 성분만 남기고 다중 산란 성분은 제거할 수

CASS 현미경은 현재 개발된 광학현미경 중 심도가 가장 깊어,

낀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안개가 짙은 정도에 따라 일

있다. 이러한 방법을 ‘시분해 측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일 산

1mm 이상의 조직 속까지 매우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다. 이

정거리 이상 떨어진 물체를 볼 수 없다. 물체에서 산란된 빛이

란파와 같은 시간에 도달하는 다중 산란파가 여전히 존재해, 시

번 연구성과를 활용하면 정밀성이 크게 향상된 의료 영상 장비

눈에 도달해야 물체를 볼 수 있는데 안개 속의 무수한 물방울들

분해 측정만으로는 이미징 가능 깊이를 충분히 늘릴 수 없다.

나 진단 장비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암 치료에서의 활약이 기

이 여러 차례 산란을 일으켜 우리 눈에 물체에서 산란된 빛이

따라서 단일 산란파에만 있는 수평 방향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

대된다. 초기 단계 암세포의 80%는 사람 피부나 장기 외피의

도달하지 못해서다.

용이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공이나 벽에 맞아 굴절

1mm 이상 깊이에서 생기며, 크기가 수 μm 수준인 세포핵의 크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최원식 부연구단장은 ‘결맞음 탄

되는 당구공을 상상해 보자. 임의의 물체 이미지를 단순화해 실

기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의 의료 영상기법으로는 관찰이 불

성 산란’을 이용한 새로운 초고심도3) 이미징 기법으로 이러한

제 물체에서 산란되는 형태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가능해, 조직 박편을 잘라 내거나 암세포가 용종 등의 형태로

(a)

(b)

(a) 일반적으로 생체조직을 관찰할 때 관찰 대상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무작위적인 산
란에 의해 약해진다.
(b) 이를 선택적으로 증폭하기 위해 단일산란파가 수평 방향으로 지니는 운동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광학 현미경: 표본에 빛(광원)을 비추어 그 표본에서 반사한
빛이 대물렌즈에 의해 확대된 실상을 맺고, 이것을 접안렌즈에
재확대된 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2) 산란: 파동이나 빠른 속도의 입자선이 분자, 원자, 미립자 등
과 충돌해 운동방향을 바꾸고 흩어지는 일을 가리킨다. 기체,
액체, 고체 내부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고체나 액체에서는 빛
이 합성되어 굴절광이나 반사광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3) 심도: 생체 내부 이미징 가능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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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ane) 물리학’을 개척해냈다. 라그랑지언 부분다양체는 사

공존하는(Open-Closed on loop)이론으로 사교기하학에서 가장

교다양체 위 시그마 모델의 D-브레인에 해당하며, 열린 끈의

많이 사용되는 계산도구다. 옹골찬 사교다양체에서는 그로모

양 끝은 항상 D-브레인에만 존재한다. 라그랑지언 부분다양체

프-위튼 불변량을 정의할 수 있는데, 오 단장과 연구진들은 일

의 예로는 고전역학에서 운동량이 영(zero)인 입자들을 모두

반 토릭다양체를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을 활용해 완전하게

모아놓은 집합들, 위치공간(configuration space) 위에 정의된

증명했다. 일반적인 토릭다양체가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

함수의 그레디언트(gradient)를 모두 모아놓은 집합들을 들 수 있다.

로, 연구진의 10여년 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다.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오용근 단장은 사교다양체(Symplectic

사교다양체는 수학 및 이론 물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manifold) 연구에 집중해오고 있다. 물체의 움직임을 다루는 고

다. 본 연구는 사교다양체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면서

전역학인 해밀턴역학의 기본요소를 추상화해 수학적 공간으로

정확한 계산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토릭다양체에서

다양체를 일반화한 것이 바로 사교다양체다. 이런 공간의 성질

콘체비치의 상동성 거울대칭성을 입증하는데 기초를 제공했으

을 연구하는 분야가 사교기하학 또는 사교위상수학이다. 사교

며, 초끈이론의 주요 개념인 거울대칭현상을 설명하는데도 큰

다양체는 굉장히 난해하고 미묘해 그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서

역할을 했다. 약 340페이지에 이르는 연구결과는 2016년 7월

초끈이론이나 양자장론(quantum field theory)에 등장하는 물

는 대단히 복잡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물리체계

아스테리스크(ASTÉRISQUE) 376호에 실렸다.

리체계에서는 물리량이 상수의 변화와 무관한 경우가 있다. 이

에서 많이 연구되는 토릭다양체는 특별한 사교다양체면서 동시

런 물리체계를 ‘위상학적 양자장론(topological quantum filed

에 복소다양체(Complex manifold)로서, 토러스군(torus group)

theory)’이라 부르는데, 이런 영역에서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

이 적용(action)되는 공간으로 추가 대칭성이 있는 공간이다. 토

난다. 작용상수가 ‘∞(무한대)’와 ‘0’인 경우 각각 대응되는 물리

릭다양체에서 콘체비치의 상동적 거울대칭을 입증하는 것은 매

체계가, 비록 외면적으로는 아주 다르게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었다.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과
옹골찬 토릭다양체
초끈이론 핵심 거울대칭현상 규명에 기여

논문정보
Yong-Geun Oh et al., “Lagrangian Floer theory
and mirror symmetry on compact toric manifolds”,
ASTÉRISQUE 376, vi+340 pages, Societe
Mathematique de Fra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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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닫힌 끈과 열린 끈: 초끈이론에서는 닫힌 끈과 열린 끈의 개념
이 등장한다. 닫힌 끈은 고무 밴드처럼 끈의 절단면이 없는 동
그란 고리형이고, 열린 끈은 양 끝이 있는 한 가닥 실과 같은
구조다. 끈의 특징에 따라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다양하다.
2) 다양체(manifolds): 기하학에서 말하는 도형의 집합들을 1개
의 공간으로 여길 때, 그 공간을 다양체라 한다. 가장 원시적

는 동등한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런 쌍대성을 ‘거울대칭성

다양체는 위상다양체라 하는데, 곡면이 갖고 있는 위치와 상

(mirror symmetry)’이라 하는데, 이는 초끈이론에서 기하학적

일반 토릭다양체 첫 증명, 거울대칭 현상 설명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존재가 알려져 있는 소립자

오 단장은 10여년 간 함께 연구해 온 3명의 일본 수학자들과

들에 대응해 대칭을 이루는 초대칭성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가

함께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을 옹골찬 토릭다양체 위에서 완

개념으로, 공간탐구를 위한 탐사체로 이해할 수 있다. 우주공

설이다. 따라서 거울대칭성 가설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전히 기술해내는 것에 성공했다. 다양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간의 성질을 찾으려면 우주선을 보내 데이터를 얻듯, 수학자들

미완성의 초끈이론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적절한 도구가 필요한데, 오 단장과 연구진들은 옹골찬 토릭다

은 다양체 위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다양체’를 생각한 뒤

양체 위에서 ‘큰 양자 코호몰로지(big quantum cohomology)’

그것을 움직여 동역학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동역학과 부

태의 성질을 추상화해 공간을 만들 때를 생각할 수 있다. 기하
학적 유추를 통해 4차원 이상의 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도입된

분다양체의 상호관계를 관찰해 바깥 공간의 성질을 유추하는

초끈이론 거울대칭성, 닫힌 끈에서 열린 끈으로 확대

의 ‘프로베니우스 다양체’(2차원 양자장론을 나타낼 수 있는 모

초끈이론의 거울대칭성은 과거 상당기간 닫힌 끈의 영역에

듈러스 공간) 구조와 ‘란다우-긴즈버그 포텐셜 함수(Landau-

3) 사교기하학(Sympletic geometry): 사교다양체(Symepletic

만 머물러있었다. 1차원 물체인 초끈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

Ginzburg Potential)’ 보편 변형공간(versal deformation space)

manifolds)를 연구하는 학문. 사교다양체는 해밀턴역학의 기

는 궤적은 곧 2차원 표면이 된다. 이를 ‘세계면(world sheet)’이

의 프로베니우스 다양체 구조 사이의 동형사상(isomorphism)

본 요소를 추상화해 수학적 공간인 다양체로 일반화한 개념을

라 하는데, 세계면 이론은 ‘등각 대칭(conformal symmetry)’이

을 건축했다. 마치 직접 가 볼 수 없는 혜성의 구조를 파악하기

라는 대칭성을 갖고 있어 2차원 끈이론의 구조를 밝히는데 도

위해 탐사선을 보내는 것처럼, 연구진은 이 동형사상을 활용해

움을 준다. 물리학자들은 거울대칭의 기원인 ‘N=2 초등각장

옹골찬 토릭다양체를 풀어갔다.

연구하는 학문. 복소다양체는 복소수로 좌표를 부여할 수 있는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과 옹골찬 토릭 다양체의 거울대칭

론(SCFT, Super Conformal Field Theory)’에서 등장한 ‘시그마

연구진은 여기에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과 그로모프-위튼

공간. 복소다양체와 사교다양체는 서로 거울대칭성을 가지고

오용근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장의 공저 논문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과 옹골찬 토릭
다양체의 거울대칭’이 게재된 아스테리스크 376호(2016년 7월)

모델(Sigma Model) A-모델’과 ‘B-모델’ 이론에서 두 모델 사

이론을 적용해 남은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라그랑지언 플로

이 닫힌 끈의 거울대칭성을 도출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 막

어 이론은 푸카야 범주 내 열린 끈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불

심 콘체비치(M. Kontsevich, ’98년 필즈상 수상)가 사교기하학

변량을 의미한다. 그로모프-위튼 이론은 열린 끈과 닫힌 끈이

물리학의 기본언어는 수학이다. 뉴턴 고전역학의 수학기저는

(Symplectic geometry)의 라그랑지언 부분다양체들(Lagrangian

미적분학이고, 양자론의 기초는 슈뢰딩거 방정식에 있다. 하지

submanifolds)로 이루어진 푸카야 범주(Fukaya category)

만 1970년대 등장한 ‘초끈이론(super string theory)’은 아직 수

와 복소기하학(Complex geometry)의 연접다발유한유도범주

학적인 논리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때문에 많은 수학자들이

(Bounded derived category of coherent sheaves)간 거울대칭성

초끈이론의 물리학적 원리를 수학적으로 풀고자 노력하고 있

을 제안하면서, 비로소 거울대칭성이 닫힌 끈의 한계를 벗어나

다. ‘거울대칭 가설(mirror symmetry)’이 대표적인 예다.

열린 끈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단초를 찾게 되었다.

초끈이론에서는 모든 물질이 작은 ‘끈’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자

상동성 거울대칭성은 복소기하학과 사교기하학이 서로 거울

연계를 이루는 최소 단위 ‘소립자’를 확대하면 작은 끈이 나타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이론이다. 이에 물리학자들은 상동성

나고, 끈의 진동방식이 소립자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울대칭성을 열린 끈에 일반화함으로써 이른바 ‘D-브레인

것이다.

말한다. 해밀턴역학의 기본요소를 추상화하는 예로는 위치-속
도-공간 넓이의 보존 등을 들 수 있다.
4) 복소기하학(Complex geometry): 복소다양체를 기하학으로

있다고 알려져 있다.
5) 토릭다양체: 토러스군(torus group)이 작용되는 공간으로 해밀
턴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적분가능한 동력학(completely
integrable system) 체계의 존재가 가능한 다양체.
6) 라그랑지언 플로어 이론: 사교기하학의 주요 관찰대상인 라
그랑지언 부분다양체에 사교위상수학의 핵심적 연구방법론
의 하나인 플로어 상동성을 적용하는 연구방법으로, 라그랑
지언 부분다양체들간 장거리 상호작용의 결과를 기술하는 수
학적 도구.
7) 그로모프-위튼(Gromov-Witten) 이론: 미하일 그로모프(M.
Gromov)가 사교다양체에서 연구할 수 있는 탐사체가 초끈
이론학자 에드워드 위튼(E. Witten)의 ‘비선형 시그마모델
(nonlinear sigma model)’에서 다루는 대상과 동일하다는 사
실을 발견해 만들어진 이론.
8) 옹골찬 다양체: 경계가 없고 닫힌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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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상전이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구현
2H

MoTe2 반도체-도체 상전이현상 활용해
저전력 고효율 2차원 소자 제작

MoTe2의 반도체 6방정계 구조
(왼쪽부터) 단결정, 단일사슬, 2차원 평면구조와 전자현미경 사진

논문정보
Dong Hoon Keum et al, “Bandgap opening in few-layered
monoclinic MoTe2”, Nature Physics, 11, 6, 482-U144, 2015

1T’

MoTe2의 금속성 8면체 구조
(왼쪽부터) 단결정, 단일사슬, 2차원 평면구조와 전자현미경 사진

Suyeon Cho et al., “Phase patterning for ohmic homojunction
contact in MoTe2”, Science, 349, 6248, 625-628, 2015

MoTe2 표면의 레이저 상전이
반도체 성질을 갖는 6방정계(헥사고날,
hexagonal) 결정구조의 MoTe2 표면에
레이저로 열처리를 가해 금속성 8면체
(옥타헤드랄, octahedral) 구조로 변화
시킬 수 있다.

Mo Te Mo Te

2H

1T’

2004년 영국의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흑연에서

반도체 박막에 패턴을 그리고, 트랜지스터 전극(소스·드레인)을

그래핀을 떼어내는 데 성공한 뒤(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그래

붙일 자리만 도체로 변화시킨 후 전극을 접합했다. 반도체와 도체

핀은 차세대 소재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탄소 원자 한 개 층으로

가 이어지는 경계를 MoTe2 결정구조 속에 형성시켜 경계면의 전

이뤄진 2차원 물질이 갖고 있는 놀라운 물성 덕이다. 그래핀은 구

기저항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 높은 저항으로 운용전력

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실리콘에 비해 전자이동도

의 3분의 2를 열로 소모하는 반도체-도체 계면 저항을 최소화해

가 100배 이상 높으며, 강도는 강철의 100배를 넘는다. 연구자들

전력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동작속도를 결정하는 전자이동도 또

은 물론 산업계도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초고속 반도체 소재로

한 기존 2차원 반도체의 50배로 개선해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주목했다. 하지만 최고의 도체인 그래핀은 밴드갭(band gap)1)이

의 핵심인 MoTe2 2차원 반도체의 레이저 상전이 기술이 앞으로 새

없어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에 학계에서는 그래핀의

로운 고성능 저전력 2차원 초박막반도체의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

밴드갭을 열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는 한편, 밴드갭을 가지면서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성과는 2015년 8월 사이언스

그래핀처럼 우수한 물성을 갖춘 새로운 2차원 물질을 찾고자 노력

(Science)에 게재됐다.

하고 있다.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2)은

레이저 상전이

진 에너지양(준위)에 따른 띠(밴드) 모양으로 설명할 때, 물질

한 원소들로 구성된 물질(동소체)이면서도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

의 전자 밴드 중 자유전자가 오가며 전류가 흐르는 전도대

는 구조(격자구조)에 따라 도체도 반도체도 될 수 있다. 이런 특성
은 도체·반도체·부도체(절연체)를 적절히 결합·배치해 만들어

반도체 헥사고날 구조와 금속성 옥타헤
드랄 구조가 결합한 상태로 배열되면 쇼
트키 장벽(금속과 반도체가 만나는 접점
에서 전하가 금속에서 반도체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에너지 장벽)이 낮은 반
도체-금속 접합 성질을 지닌다. 한편 금
속성 옥타헤드랄 구조 층은 전극으로 쓰
이는 도체와 저항성이 적은 계면을 이루
어 저저항 논리회로 소자로서 우수한 성
능을 가진다.

지는 반도체 소자의 제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 도체가 되며, 반대로 밴드갭이 너무 큰 물질은 가전자가 전

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연구진은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 기반 2차

도대역으로 올라올 수 없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절연

원 물질 중 MoTe2(이텔루르화몰리브덴)에 주목해, 반도체인 MoTe2

체)가 된다. 반도체는 적당한 밴드갭이 존재하는 물질로, 외부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2)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상의 열처리를 가해, 상온에서 안정적인 8면체(octahedral) 결정

주기율표 3족부터 12족까지에 속하는 전이금속(transition

구조의 도체로 격자 및 전자구조 상전이(phase transition) 에

metal,철·니켈)과, 16족(산소족)에 속하는 칼코겐(chalcogen,

Physics)에 게재됐다.
1T’

에서 에너지(전압)를 가해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반도체

을 갖는 6방정계(hexagonal) 결정(격자)구조의 MoTe2에 500℃ 이

성공한 것이다. 연구 성과는 2015년 5월 네이처 피직스(Nature

2H

(valence band)의 에너지 격차. 밴드갭이 없거나 매우 작은
물질은 전자들이 전도대역에서 외부로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

에 열처리를 가해 도체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의 성질

Mo Te Mo Te

역(conduction band)과 그 아래 가전자(valence electron,
공유결합에 관여하는 외곽 전자)들이 위치하는 가전대역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의 이영희 단장과 양희준 연구위원(성균관

3)

새로운 2차원
반도체 소재 연구

1) 밴드갭(band gap): 원자 속 전자의 운동을 각 전자가 가

그래핀을 대체할 2차원 소재로 유력한 후보물질이다. 특히 동일

이어 연구진은 MoTe2의 이런 상전이 특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성
능의 2차원 반도체 소자를 구현해냈다. 레이저를 이용해 MoTe2

황(S)·셀레늄(Se)·텔루륨(Te) 3종 원소로, 황족원소로도 불
림)이 결합한 화합물.
3) 상전이(phase transition): 고체·액체·기체, 도체·반도
체·부도체 등 물질의 상(phase, 상태)이 온도·압력 등 환경
에 따라 다른 상으로 변화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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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전자 한 개씩
흘려보내는 원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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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이동시키는 전선 역할을 한다는 것과 원하는 정보를 넣
었다 빼는 메모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염 단
장 연구진은 인듐 원자선(indium atomic wire)에서 전자를 한
개씩 안정적으로 가지는 전하수송체를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인듐 원자선에서 새로운 전하수송체
‘카이럴 솔리톤’ 첫 확인

전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2015년 10월
발표했다. 연구진은 영하 150℃ 이하의 저온에서 부도체인 인듐
원자선이 전자를 하나씩 옮기는 ‘카이럴 솔리톤(chiral soliton)’2)
이라는 새로운 전하수송체를 가지게 됨을 발견했다. 전자 하나

논문정보

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하나씩 옮기는

Sangmo Cheon et al., “Chiral soliton in a coupled
double Peierls chain”, Science, 350, 6257, 182185, 2015

극소형 저전력 소자 응용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

인듐 원자선에 형성된 4개의 중첩된 원자 상태
두 개의 파이얼스 체인 혹은 인듐 체인에서 원자 결합의 상태에 따라 4개의 중첩된 기저
상태(AA, AB, BA, BB)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인듐 원자선은 500℃ 이상의 고온에서 실리콘 표면 위에 인듐
을 뿌려 제작한다. 이때 인듐원자는 규칙적으로 실리콘 기판위
에 배열해 사슬처럼 엮인 선폭 1nm이하의 원자전선을 형성한
다. 이렇게 형성된 인듐 원자선은 상온에서는 도체이지만 영하
150℃ 이하에서는 격자의 대칭성이 깨지면서 부도체 성질을 갖
는다.

인듐 원자선에 갇힌 전자의 공간분포 이미지

인듐 원자선이 부도체가 된 상태에서는 깨진 대청성에 의해 서

파란구슬로 보이는 인듐 원자가 격자로 연결돼 그림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 길이 방향으로 놓여 일종의 선을 이룬다. 인듐 원자 배열이 한 면을
두고 거울대칭이며 맞닿은 공간에 전자(그림 가운데 흰색 부분)를 가둘 수
있다. 이를 ‘카이럴 솔리톤’이라고 한다. 인듐 원자선 양쪽에 전압을 걸면 카
이럴 솔리톤이 이동하는데 저온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는 부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하나씩 선택적으로 흐르게 된다. 그림 가운데 붉은색으로
솟아오른 부분이 전자의 분포 확률을 나타낸다.

로 다른 네 가지 원자구조(A, B, C, D)들이 공존하게 된다. 이들이
만나는 곳에서는 특이한 경계면, ‘솔리톤(soliton)’이 생기면서 솔
리톤에 전자 하나가 갇히게 된다. 솔리톤은 수학적·물리적으로

인듐 원자선 內 나타난 3가지 종류의 솔리톤

안정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로 솔리톤의 움직임에 따라 전

인듐 원자선 형상이 사선 형태로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다. 이들 패턴은 한 지점의 세로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데 이 곳에서 솔리톤이 형성된다. 위 그림으로 총 3가지의
종류의 솔리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도 이동한다. 이는 마치 무빙워크가 움직이면서 위에 가만히
인텔의 공동창업자 고든 무어는 1965년 한 경제紙 기고문에서

원자선 연구는 1999년 당시 도쿄대 조교수이던 염한웅 원자제

서 있는 탑승자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반도체칩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이

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이 원자선의 특이한 성질을 밝히면서

찾아낸 솔리톤이 기존의 솔리톤들과는 달리 카이럴 대칭성(손

에 따라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채워 넣을 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염 단장은 당시 금속 원자선이 실온에서

대칭성)을 가지는 세 가지 솔리톤으로 존재함을 밝히고 이를 “카

있어 제조비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무어의 법

는 전기가 통하지만, 온도를 낮추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금속

이럴 솔리톤”이라고 명명했다.

칙’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난 50여

처럼 변하는 ‘파이얼스(Peirels) 상전이현상’을 발견해 1999년 6

년간 정확히 적중해 반도체 산업은 발전했다.

월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발표했다.

5nm 이하 극소형 반도체 소자 개발 청신호

하지만 일반 실리콘 반도체기술은 트랜지스터 소형화기술의 한

이후 각국 연구진은 금, 인듐, 납과 같은 금속을 이용해 원자선을

일반적으로 도체전선은 한꺼번에 많은 전자를 흘려보내고, 부도

계와 극소형 트랜지스터1)에서의 다수 전자 흐름에 따른 발열 문

만들고 이 현상의 구체적 원인을 밝히는 연구에 뛰어들었다.

체는 전자를 흘려보낼 수 없는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2000

되는 물결의 고립파나 쓰나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년 노벨화학상은 부도체인 폴리아세틸렌에도 전자가 흐를 수 있

광통신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양자 단위에서는 좀처럼 관찰하

제로 지속적인 발전에 제동이 걸렸다. 인텔, 삼성전자 등 글로벌

1) 트랜지스터(transistor): 반도체를 세 겹으로 접합해 만든 전자
소자. 전자회로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
해 증폭, 스위치 역할을 한다.
2) 솔리톤(soliton): 원자사슬이 한 지점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원
자 배치를 갖는 부도체 상태를 보일 때, 그 사이의 경계에서
몸 속 혈액의 흐름처럼 안정된 파동의 형태를 띠는 등 특이한
전자상태를 갖는다. 배가 좁은 운하를 지나갈 때 모양이 유지

반도체 업체들은 현재 기술로는 선폭 5나노미터(nm, 1nm=10

원자선, 전자 이동시키고 메모리 역할도

억 분의 1m)를 최소 소자의 한계로 보고 있다. 2016년 인텔은 5

원자선의 또 다른 성질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염 단장 연구진은

톤에 의해 도체 특성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폴리아세틸렌

nm 이하급의 소자소형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원자선에 불순물을 넣으면 전자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

을 극소형반도체로 응용해 전자를 하나씩 제어할 수는 없었다.

학계와 업계가 새로운 반도체 기술과 신소재 개발로 돌파구를

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2013년에는 백금원자선에서 거대

이번 성과를 확장하면 현재 더딘 기술 발전을 보이는 양자점

4) 단전자 소자(single eletron device): 하나의 전자로 된 스위칭

모색 중인 상황이 지난 10여년간 지속됐고, 과학자들은 원자 한

한 스핀 궤도 분열을 발견해 스핀소자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

(quantum dot)3) 기반 단전자 소자(single electron device)4)와

소자. 전자기기 소형화의 고질적 과제인 전력소비 절감과 발열

개 정도 굵기를 가진 원자선이 반도체의 미래를 견인하리라 예

다. 원자선 연구의 또 다른 대가인 하세가와 슈지 도쿄대 교수는

같은 저전력 소자기술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한다. 원자선은 진공상태에서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표면에

“원자선 연구는 원래 진공상태의 실리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5nm 이하 크기의 극소형소자구현도 가

1~2㎚로 형성되는 금속선이다. 선폭이 원자 1~3개에 불과하다.

독특한 현상을 규명하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말

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자가 상용화 되면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이 원자선이 갖는 성질을 이용하면 전력소비와 발열을 크게 줄

했다. 하지만 점차 반도체 선폭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가능성이

서 수십 개의 전자가 수행하던 작업을 전자단 하나가 대신할 수

인 소자를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5nm 이하 급의 소자를 구

점쳐지면서 점점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있다. 이를 이용하면 전력소비와 발열은 굉장히 낮고 성능은 월

현할 수 있다.

최근 원자선 연구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원자선이 전자를

등한 차세대 반도체 제작이 가능해진다.

다는 전기적 특성을 발견한 연구자에게 돌아갔는데, 바로 솔리

기 어렵다.
3) 양자점(quantum dot): 화학합성 공정으로 만드는 나노미터 크
기 반도체 결정체. 초미세 반도체, 질병 진단 시약,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인듐 원자선에서
‘카이럴 솔리톤’이 움직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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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들이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강상관계 물질의 비밀을 푼다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전하-스핀-오비탈-격자 상호관계서
초전도·상전이·스핀배열 원리 탐구

논문정보
Joosung Oh et al., “Magnon Breakdown in a
Two Dimensional Triangular Lattice Heisenberg
Antiferromagnet of Multiferroic LuMnO3”, Physical
Review Letters, 111, 25, 257202, 2013
Sang Hyun Jo et al., “Detection of a Cooper-Pair
Density Wave in Bi 2Sr 2CaCu 2O 8+x”, Nature, 532,
7599, 343-347, 2016

(ARPES,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를 결합

형태의 주사터널링현미경을 제작하여 고온초전도체 연구를 수행

한 전자구조 연구장비, 전자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는 초저온 주

했다. 그 결과, 기존 주사터널링현미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던 전

사터널링현미경(LT STM. Low Temperature Scanning Tunneling

하의 밀도파동 함수를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해당

Microscope), 펨토초(fs, 1fs=1,000조 분의 1초)의 짧은 시간 동안

연구가 구리산화물 고온초전도체의 초전도현상을 이해하고 규명

전자와 격자의 동역학을 관찰하는 장비들을 개발했다. 또한 다양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 결과는 2016

한 산화물 이종구조(heterostructure) 및 단결정들을 합성해 연구

년 4월 네이처(Nature)에 발표됐다.

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품질관리가 용이한 철 기반 고온

전자 스핀의 배열은 물질의 자성을 결정한다. 때문에 물질 속 전

초전도체도 주목받고 있다. 김창영 부연구단장 연구진은 철-닉토

자 스핀의 배열 형태를 살피고 규칙적인 스핀 배열이 일어나기 위

겐 화합물 초전도체(Ba(Fe,Co)2As2)에 표면전자도핑법(전자·정공

한 조건을 탐색하는 것은 응집물질물리학의 핵심 연구주제 중 하

을 가진 원자를 물질의 격자구조 속에 넣는 대신 물질 표면에 붙

나다. 그 중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금속에서 스핀이 한

여 전자·정공만 추가하는 도핑방법)을 적용, 도핑하지 않은 단결

방향으로 정렬하는 강자성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노

정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시작됨을 관측 했다. 또

태원 단장 연구진은 SrRuO3(스트론튬루테네이트) 금속의 강자성

한 각분해광전자분광 측정을 통해 전자 도핑이 전자 구조에 미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적외선·가시광선 영역의 분광학적 방법을

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 철 화합물 초전도체의 고

활용하여 강자성 상전이 온도 근방에서 전자 구조 변화를 관측하

온초전도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뒤바꿔 놓았다. 이로써 앞으

였다. 실험 결과와 이론값을 비교, SrRuO3 박막에서 스핀-전하-

로 진행할 철 화합물 초전도체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오비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밝히고 특히 전자의 스핀 정렬이 물

이 연구성과는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2016년

질의 전자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했다. 또한 박제근 부

8월 게재됐다.

단장 연구진은 중성자 산란장치를 활용해 이온들이 2차원 삼각격

W.S. Kyung et al., “Enhanced superconductivity in
surface electron doped iron pnictide Ba(Fe1.94Co0.06)
As2”, Nature Materials, 12, 1233-1236, 2016

자 형태로 배열된 ‘하이젠베르크 반강자성체’3)의 일종인 LuMnO3
단결정에서 스핀과 격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D. W. Jeong et al., “Temperature Evolution of
Itinerant Ferromagnetism in SrRu O3 Probed by
Optical Spectroscopy” Physical Review Letters
110, 247202, 2013

1) 에너지 띠 이론(energy band theory): 원자 속 전자의 운동을
각 전자가 가진 에너지양(준위)에 따른 띠(영역) 모양으로 설명

다. LuMnO3에 존재하는 마그논(magnon, 스핀파가 양자화된 준

강상관계 물질 연구의 4가지 핵심 요소
현대 강상관계 물질 연구의 초점은 전하(charge)-스핀(spin)-오비탈
(orbital)-격자(lattice) 네 요소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하는 이론.

입자의 일종)4)이 삼각형 격자 구조 내에서 붕괴하는 과정을 규명

2) 오비탈(orbital): 원자 속 원자핵 주변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하였다. 이 연구결과들은 저명한 물리학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

확률함수. 원자 속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불가

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2013년 6월, 12월 각각 발표되었다.

능해 오비탈을 활용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위치는 진한 색을, 낮은 위치는 연한 색을 가진
‘전자구름’이 된다.

고온초전도현상 규명 주도

전자 운동에 대한 이해는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

전부터 강상관계 물질 연구를 위한 대규모 연구집단을 운영하고

할을 했다. 1930년대 양자 역학의 발전은 전자의 상태가 다양한

있다. 한국에서는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이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물질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화학·분자생물

있다.

학을 비롯한 현대 과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1940년대부터는 ‘에너
지 띠 이론(energy band theory)’ 을 바탕으로 반도체 내 전자들

전자의 스핀정렬-물질의 전자구조 관련성 밝혀

의 운동을 제어하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는데, 이는 곧 트랜지스

현재 강상관계 물질의 연구는 전하-스핀-오비탈-격자의 상호작

터의 발명으로 이어졌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현대

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물질 내 전자의 상태는 전기적

전자산업을 탄생시켰다.

성질을 결정하는 전하(charge), 자기적 성질과 관련이 있는 스핀

에너지 띠 이론은 각종 도체·반도체 속 전자들의 움직임을 잘 설

(spin), 그리고 전자의 궤도 운동과 연관된 오비탈(orbital)2)이라는

명하지만, 자연계에는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물질들

세 가지 자유도(degree of freedom)로 기술할 수 있다. 이 3가지

도 있다. 특히 전자들이 매우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강상관계 물질’

자유도와 원자가 배열된 형태인 격자(lattice)라는 4번째 자유도를

이 그러하다. 하나의 전자는 다른 전자들의 위치와 서로 상관관계

이용해 물질의 상태를 설명한다.

(correlation)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런 물질의 전자 상태를 체계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은 다양한 첨단 장비로 강상관계 물질의 전

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다.

하-스핀-오비탈-격자 상호 작용을 연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

강상관계 물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현상들, 즉 고온초전도 현상,

과들을 내놓고 있다. 전자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외 대형

금속-비금속 전이 현상 등은 학문적 중요성과 응용 가능성이 높

시설들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새로운 측정 장비들을 직접 개발

아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해 활용하고 있다. 시료 합성장비인 ‘레이저분자살켜쌓기(Laser

(MPG)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등 선진 연구기관은 수 년

molecular beam epitaxy)시스템’과 각분해광전자분광측정장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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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강자성체(antiferromagnetic substance): 인접하는 전

매우 낮은 온도에서 특정 물질의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

자 스핀의 배열이 서로 정반대 방향 으로 나뉘어 정렬, 전체적

상은 응집물질물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다. 지난 30

으로는 자성을 띄지 않으나 단위 격자로서는 강자성을 보이는

년 동안 고온초전도현상의 이해를 위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물질.
4) 마그논(magnon): 스핀파가 양자화된 준입자의 일종으로, 반

으나, 아직도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아 물리학계의 도전과

강자성체나 강자성체의 규칙적인 격자에서 원자나 이온이 들

제로 남아 있다. 연구단의 이진호 교수(서울대) 연구진은 새로운

뜬 상태가 돼 나타난다.

고온초전도 팁

일반 텅스텐 팁

중성자 산란 연구를 통해 본 강상관계 물질들의 상호작용

전자쌍의 공간분포 측정

박제근 부연구단장은 중성자 산란 연구를 통해 원자 결합의 배치(왼쪽)와 격자 위에서
스핀의 배열(오른쪽)을 확인했다.

이진호 교수 연구진은 탐침 끝에 고온초전도 팁을 붙인 새로운 주사터널현미경(STM)을
활용, 고온초전도체의 전자쌍 밀도파를 관측하는데 성공했다(왼쪽). 일반 STM 관측(오른
쪽)에서 확인되는 이연 불순물들의 근처에서 전자쌍 밀도가 급격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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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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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현 최고 수준인 평방센티미터당 100
22

2

1보다 적은 질량을 갖는 전자는 빛에 의해 레이저의 진행방향으로

해(垓)와트(10 W/cm ) 이상의 초강력 레이저장 구현을 위해 기존

먼저 가속된다. 이렇게 가속된 전자는 정전기인력으로 양성자와

세계 최고 출력
4PW 레이저 구현

1.5페타와트 레이저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이온(양전하를 띰)을 끌어당겨 빛의 진행방향으로 가속한다. 연구

통해 2016년 2월 최종적으로 펄스폭 20펨토초(fs, 1fs=1,000조

단은 실험 과정에서 빛이 세어짐에 따라 양성자와 이온이 집단적

분의 1초), 84줄(J) 에너지를 구현해 4페타와트 출력에 도달했다.

으로 가속된다는 것을 실증했다. 최근에는 초강력 레이저의 편광

지난해 중국과학원이 세계 최고 출력인 5페타와트급 극초단파 레

을 원편광으로 변화시켜 광압으로 양성자를 93MeV 에너지수준

고에너지 물리학 새 지평 연다

이저 증폭 시스템 개발 성공을 발표했으나 최종 펄스압축 시설을

까지 가속해 보였다.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의

4페타와트 레이저를 활용한 연구기회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초강

4페타와트 레이저가 세계 최고 출력을 내고 있다.

력 레이저를 이용한 입자가속은 기존 거대입자가속기 수준의 입
자 에너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단은 현재까지 1페

4PW 레이저, 거대입자가속기 수준으로 입자가속
논문정보

세계 최고 출력 4PW 레이저에서 방출되는 빛

H. T. Kim et. al., “Enhancement of electron energy to multi-GeV
regime by a dual-stage laser-wakefield accelerator pumped
by petawatt laser pulses,” Physical Review Letters. 111, 16,
165002, 2013

초강력 레이저를 한 점에 집속하여 물질과 상호작용을 시키면, 극한의 물리환경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물리현사이나 천체 플라즈마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하면 전자·양성자 등 입자를 고에너지로
가속할 수 있다. 레이저를 통한 전자 가속은, 마치 물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배(레이저)가 파도를 만들어내면, 그 파도를 타던 서퍼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과 같이 이뤄진다. 강력한 레이저 펄스가 기

I. J. Kim et. al., “Transition of proton energy scaling using
ultrathin target irradiated by linearly polarized femtosecond
laser pulses,” Physical Review Letters, 111, 16, 165003, 2013

체 매질에 입사하면, 기체는 곧바로 전자와 양이온이 분리된 플라
즈마 상태로 변하고, 플라즈마 속 전자는 레이저 세기가 강한 부분
에서 약한 부분으로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밀려난 전
자는 레이저가 지나간 후 다시 모였다 퍼지기를 반복하며 플라즈

‘레이저(LASER,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마 파동을 발생시키고, 이 플라즈마 파동은 레이저를 따라 진행한

Emission of Radiation)’는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유도방출 을

다. 플라즈마 파동 안쪽으로 전자 뭉치가 유입되면 플라즈마 파동

통해 증폭된 광선’으로, 거의 모든 공상과학영화들 속에 빠짐없이

중심 쪽으로 강한 힘을 받아 가속되는데, 이런 현상을 이용해 레이

등장하는 미래 과학의 상징이다. 동시에 레이저프린터, 광디스크

저 플라즈마 전자 가속을 구현할 수 있다. 페타와트 초강력 레이저

드라이브, 광통신, 바코드리더, 레이저포인터 등을 통해 이미 우리

는 기존 입자가속기보다 1,000배 이상의 가속력(가속전기장의 세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기가 cm당 1기가볼트(GV, 1GV=10억 볼트)로 기존 가속기의 Cm

사실 레이저는 아인슈타인의 유도방출이론을 응용해 만들어진 과

당 1메가볼트(MV, 1MV=100만 볼트) 대비 1,000배 강함)을 가져,

학의 산물인 동시에, 현대 물리학의 지평을 넓혀가는 훌륭한 실

불과 1cm의 가속궤도만으로 1기가전자볼트(GeV, 1GeV=10억 전

험도구이기도 하다. 레이저는 보통의 빛보다 직진성과 간섭성이

자볼트)의 고에너지 전자빔을 얻을 수 있다. 연구단은 지난 2013

뛰어나 정밀한 거리측정과 홀로그래피를 구현할 수 있다. 실제로

년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 3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전자빔과 맞먹

레이저 기반 홀로그래피 발명과 레이저 분광학 개척의 업적들은

는 3GeV 이상 고에너지 전자빔 구현에 성공, 2013년 10월 대표적

1971년과 1981년 각각 노벨 물리학상을 안았다, 1997년에는 레

인 물리학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

1)

타와트 및 1.5페타와트 레이저를 이용해 전자를 3GeV 이상, 양
성자를 93MeV 이상 가속하는 데 성공,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
한 입자 가속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따라서 현 세계 최강
4페타와트 레이저가 본격 가동되면 레이저 입자 가속 분야를 선
도할 세계적인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페타
와트 레이저를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전자는 10GeV 이상, 양성
자는 200MeV 이상 에너지수준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다. 또한 초강력 레이저는 지구상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극한
물리환경을 구현, 새로운 물리현상의 연구를 가능케 한다. 한 예
로 현 수준보다 1,000만배 강한 1029W/cm2의 레이저 세기에서
는 강력한 레이저장이 진공을 깨뜨려 전자-양전자쌍을 만들어내
고(vacuum breakdown) 이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
된다. 즉, 강력한 레이저장이 만들어 내는 극한의 조건에서는 상대
론(relativity), 플라즈마 물리(plasma physics), 핵물리(nuclear
physics), 양자전기역학(quantum electrodynamics)이 한데 어
울려 물리적 현상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에
너지 천체 물리(high-energy astrophysics) 현상에서 형성된다
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새로운 영역의
기본 물리 과정들을 탐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고에너지
현상을 지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저로 원자를 절대 0도에 가깝게 냉각해 원자의 운동을 최소화해

해지고, 레이저가 직접 무거운 이온을 움직이며, 복사반작용효과

에 편집자 추천 논문을 게재했다. 전자빔이 발생하는 단계와 가속

포획하는 연구가, 2000년에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반도체 레이저

(radiation reaction) 가 중요해진다. 또한 전자와 이온뿐 아니라

되는 단계를 나누어 2단계로 가속함으로써 수 GeV 영역의 전자빔

연구가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레이저를 활용해 물리학

핵과 진공도 함께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극한의 물리환경을

발생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전자빔의 다단계 가속을 위한 기반

의 신영역을 개척하려는 연구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구현해 물질의 상호작용을 탐구할 수 있는 초강력 레이저는 세계

기술을 확보, 기존 가속기 기술을 뛰어넘어 100 GeV 이상의 에너

있다.

적으로 연구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장비다. 미국·유럽·중국·

지를 가지는 전자빔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일본이 더욱 거대한 입자가속기를 건설해 이론물리학이 예언하는

기초입자 연구용 레이저 기반 전자-양전자 충돌기 개발의 핵심

새로운 입자들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다 강력한 레이저

기술이 될 전망이다.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 고출력의 페타와트

를 구현해 물질과 상호작용시켜 이전에 밝혀진 바 없는 새로운 물

연구단은 뒤이어 초강력 레이저 펄스로 양성자를 광속의 30% 수

(PW, 1PW=1,000조 와트) 초강력 레이저 설비를 개발해 운용하

리학 지식을 얻어내기 위한 경쟁도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

준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 동일한 2013년 10월 피지컬 리뷰 레터

는 한편, 이를 활용하여 극한의 물리환경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물

강력 레이저 기술은 1990년대 초반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광

스에 논문을 게재했다. 초강력 레이저 펄스를 거울로 10나노미터

리현상 및 천체 플라즈마 현상의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물

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는 2010년 최초로 1페

(nm, 1nm=10억 분의 1미터) 두께의 폴리머 표적에 집속, 표적

질이 레이저를 만나면 여러 물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레

타와트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를 구현한 데 이어 2012년 1.5페타

양성자를 45메가전자볼트(MeV, 1MeV=100만 전자볼트) 에너지까

전자 등)가 가속운동을 하면 빛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이저 세기에서는 비상대론적인 전자 운동이 주로 나타나지만, 고

와트 출력을 달성, 티타늄사파이어 레이저로는 당시 세계 최고 출

지 가속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빛을 쬐면 물질은 순식간에 전

빛의 운동량만큼에 해당하는 반작용이 하전입자에 가해지는

력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와 이온(양성자 포함)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이온의 2,000분의

현상.

극한의 물리환경에서 물질 상호작용 탐구

출력의 초강력 레이저를 맞으면 상대론적인 전자 운동이 우세

2)

4PW 레이저 펄스 압축기
1)유도방출(stimulated emission): 높은 에너지로 들뜬 상태의
원자·분자가 외부에서 입사한 빛(전자기파)의 자극으로 생긴
빛을 방출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
2) 복사반작용효과(radiation reaction): 하전입자(이온·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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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분석

연구성과 통계분석
2012-2016년 5년 간 논문 수 및 피인용 수 추이
주제분야별 논문 분포 및 인용영향력
연구영향력 국제 비교
국제공동연구분석

세계의 눈으로 본 IBS
네이처 인덱스 (Nature Index)
2016 네이처 라이징 스타 (Nature Rising Star)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 연구자
(Highly Cited Researchers)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
(Thomson Reuters Citation Lau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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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전체 연구성과(논문)의 우수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분석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톰슨로이터의 지표와 데이터, 네이처가 발표하는 인덱스 등을 활용해 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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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성과 통계분석

연구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인용수 기준 상위 1% 논문 비율(5.29%), 인용

이 장에선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색인된 IBS의 5년 간 논문 성과를

영향력지수(CNCI 1.96, 세계평균 대비 약 2배), 세계 상위 1% 연구자(6명), 네이처 라이징

주요 분석지표 6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BS는 논문의 숫자나

스타(세계 11위) 등을 고려할 때, IBS가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양적인 성과로 연구자 또는 연구단을 평가하지 않으며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지만, 기관 전체의 연구활동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통계분석 자료를 싣는다.

논문성과 통계분석 주요 수치 (IBS Publication Highlights)
IBS에 2016년 9월 말까지 등록된 논문 1,961건 중,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SCI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등재저널에 발표되었고 2016년 7월 29일 이전에 색인된 논문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Infographic :
Information + Design + Story

총 논문 수

국제공동연구
논문 비율

1,836

39.5%

인용영향력지수
(CNCI* 기준)

인포그래픽(Infographic) : 데이터 즉 정보들 사이의 관계,

1.96

규칙, 구조를 정확한 메시지로 구체화하고 스토리를 중심으로

(세계평균 = 1)

새롭게 가공한 시각적 표현입니다.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요소를 혼합하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합니다.

총 피인용 수

고피인용 논문(HCP)** 비율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1만 6천
634회

5.29%

21.17%

1) 총 논문 수: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Web of Science
에 색인된 전체 IBS 논문 수
2) 총 피인용 수: 위의 총 발표 논문이 받은 총 인용수
3) 국제공동연구 논문 비율 : 국제공동저자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비율
4) CNCI(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 논문당
인용수를 주제분야, 출판연도, 논문종류를 고려해 정규화한
값(세계 평균 1을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

5) 고피인용 논문(Highly Cited Paper, HCP)**: 최근 10년
간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분야(22개 표준분야)
와 출판년도가 같은 논문 중 인용수 기준 상위 1% 논문의
비율
6)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동일 출판년도, 주제분야,
논문종류 중 인용수 기준 상위 10%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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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5년간 논문 수
및 피인용 수 추이

IBS는 2012년 13개 연구단이 선정된 후 2016년 까지 26개의 연구단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단 착수 이후 매년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표된 논문의 인용영향력(CNCI)이 세계 평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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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제분야별 논문
분포 및 인용영향력

IBS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주제분야는 ①화학(Chemistry),
②물리학(Physics), ③재료과학(Materials Science) 순으로 나타났다.
인용영향력(CNCI)이 가장 높은 분야는 ①생명과학(Biology),
②생화학 & 분자생물학(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그리고
지구과학 & 천문학(Earth Science & Astronomy), ③에너지 & 연료
(Energy & Fuels) 순이다.

● 누적 논문 수와 고피인용 논문(HCP, 피인용 상위 1%), 피인용 상위 10% 논문

● 논문 수 기준 (상위 10개)

805

총 논문 수는 1,836건, 피인용 상위 1% 논문인 HCP 비율은 5.29%,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은 2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2013

2014

2015

786

266

1,500

741

1,836
Physics

누적 논문 수
상위 10% 누적 논문 비율
상위 10% 누적 논문 비율

7

87
20

218
56

121

2016

Chemistry

14

334

388 (21.17%)
97 (5.29%)

356
85

Materials Science

533

Science &
Technology
– Other Topics

Nanoscience &
Nanotechnology

118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Biology

107

76 68
Neurosciences& Clinical
Neurology Medicin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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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영향력(CNCI) 기준 (상위 10개)

2.22

2.71

3.1
HCP 누적 논문 비율
HCP 누적 논문 비율

2.78

● 피인용 수와 인용영향력(CNCI)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총 피인용 수는 16,634회, 논문 1편당 평균 9.06회의 인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2016년 5년 간의 인용영향력은1.96으로 나타났다.
총 피인용 수
16,634 회

Energy & Fuels

Biology

논문 1편당
평균 9.06 회

1.96

2.37
Nanoscience &
Nanotechnology

Earth Science
& Astronomy

Materials
Science

1.69
Physics

2.24

2.28

2.78

5년간 인용영향력(CNCI)

Engineering

Chemistry

* IBS 전체 논문 발표규모의 10%를 기준(Baseline)으로 설정하여 그 미만에 해당하는 분야는 제외

1.64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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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영향력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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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논문은 세계 및 한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연구역량을 보이고 있다.

IBS는 타 연구기관과 비교시 논문 수는 적었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영향력지수(CNCI), 피인용 상위 1% 및 10% 논문 비율, 저널영향력지수,

우수 논문성과임을 측정할 수 있는 고피인용 논문(HCP, Highly Cited Papers)의 발표규모와 비율을 비교한 결과,

국제공동연구비율 총 5가지 항목의 세계 평균을 1로 가정하였을 때, IBS는 모든

HCP 수는 97편으로 발표규모 자체는 비교적 적었으나 HCP 비율은 5.29%로 높게 나타났다. 고피인용 논문 비중이

항목에서 세계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피인용 상위 1% 및 10%는 독일 막스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용영향력(CNCI)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플랑크협회(Max Planck Society)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세계 및 한국 평균대비 연구성과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역량 비교 분석

세계평균
한국평균

Max Planck Society
인용영향력(CNCI)

RIKEN
IBS

5
4
3

1%

2

피인용 상위1% 논문 비율

국제공동연구 비율
1

세계평균 = 1

10%

IBS

RIKEN

1.79

1.96

1.47

2.77%

5.29%

2.18%

54,772

1,836

13,378

1,519

97

291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정규화한 저널 영향력 지수

(CNCI)

피인용 상위1%
논문 비율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

정규화한
저널 영향력 지수

국제공동연구
비율

세계평균

1

1

1

1

1

한국평균

0.9

0.85

0.93

1.01

1.46

IBS

1.96

4.40

2.66

1.28

2.17

Max Planck
Society

1.79

2.94

2.39

1.39

3.63

RIKEN

1.47

2.08

1.79

1.16

2.26

인용영향력

Max Planck
Society

인용영향력

(CNCI)
% HCP

논문수(건)

HCP(건)
* 위 수치는 각 항목의 세계평균을 1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66

INSTITUTE FOR BASIC SCIENCE

67

MAKING DISCOVERIES FOR HUMANITY & SOCIETY

1-4.

2016년 현재까지 IBS는 총 53개국 연구진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 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과 활발하게 국제공동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공동연구분석

파악되었다. 주제 분야별로는 물리학(Physics), 화학(Chemistry), 재료과학(Materials Science) 등 영역에서
활발한 국제공동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분야의 인용영향력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제공동연구 국가별·연구분야별 논문발표량 분포

● 국제공동연구 국가별 연구분야별 인용영향력(CNCI) 분포

IBS는 미국과 가장 활발히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물리학(Physics), 화학(Chemistry), 재료과학(Materials Science),

국제공동연구 논문들 중 인용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협력국가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나타났다. 특히, 나노과학 & 나노

나노과학 & 나노기술(Nanoscience & Nanotechnology) 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제공동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기술, 재료과학, 화학 분야에서 이탈리와 및 프랑스와 공동연구로 발표된 논문의 인용영향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나타났다.

있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분야 /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물리학

504

121

57

39

55

34

29

9

19

화학

632

88

34

34

24

11

9

14

재료과학

437

78

32

24

11

9

9

나노과학&나노기술

320

58

23

18

12

6

9

과학기술 기타

115

20

11

5

8

8

4

3

생화학&분자생물학

93

31

6

3

1

2

1

생명과학

87

21

8

4

5

1

임상의학

59

23

2

3

4

신경과학&신경학

64

20

5

1

1

일반의학

47

12

4

1

3

3

분야 /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11

물리학

1.65

2.16

2.51

2.41

1.35

2.22

2.78

2.42

1.89

1.39

6

3

화학

2.33

2.56

2.65

2.33

1.66

5.01

0.59

0.95

7.33

0.49

14

7

3

재료과학

2.33

3.99

2.62

2.62

1.92

5.19

4.29

1.37

10.65

1.86

9

4

나노과학&나노기술

2.25

3.46

2.49

2.34

1.16

7.77

1

0.86

10.81

3

과학기술 기타

0.55

0.62

0.63

1.68

2.06

1.02

1.57

2

3

생화학&분자생물학

3.03

2.76

2.08

3.18

1.03

3.75

2

3

4

생명과학

3.03

2.59

3.9

4.61

3.36

2

1

1

임상의학

1.76

2.7

2.35

2.74

1.37

1

신경과학&신경학

1.14

0.98

0.42

1.77

1

일반의학

1.46

2.05

2.85

5.83

2.46

2

0.71

0.24

0.7

6.1

1.99

7.85

6.63

2.53

0.81

0.49

0.5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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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BS는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네이처 인덱스는 IBS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다. 2014년 세계 398위로 진입,

네이처 인덱스

2015년에는 251위를 기록하였다. 국내 기초과학 연구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Nature Index)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IBS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세계 주요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네이처 인덱스 변화추이

* 2016년 9월 기준

IBS의 네이처 인덱스 평점(WFC, Weighted Fractional Count)은 2012년 1.04점에서 2013년 14.51점, 2014년 28.88점,

251위

2015년에는 50.31점을 기록해 큰 상승폭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2012

11위

49.27

2-2. 네이처 라이징 스타
(Nature Rising Star)

2-1. 네이처 인덱스
(Nature Index)

2014

2015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

Havard Univ.

2

Havard Univ.

2

Havard Univ.

2

Havard Univ.

3

CNRS

3

MPS

3

CNRS

3

CNRS

4

MPS

4

CNRS

4

MPS

4

MPS

RIKEN

56

RIKEN

66

RIKEN

66

RIKEN

CERN

265

CERN

289

CERN

204

CERN

50위

65

4 개 분야
6명 IBS단장

2013

100위
216

284 Pasteur Institue

317 Pasteur Institue

317 Salk Institute

326 Salk Institute

330 Carnegie Institution of Science

375 Carnegie Institution of Science

407

2-3.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 연구자

2-4.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

(Highly Cited Researchers)

(Thomson Reuters Citation Laureate)

톰슨로이터에서 논문 피인용 횟수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기초과학분야 글로벌 지표로 권위를

에 해당하는 우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연구자들을

인정받고 있음

선정하여 발표

2) 네이처 라이징 스타(Nature Rising Star): 네이처 인덱스

4)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Thomson Reuters

평점이 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100개 기관을

Citation Laureate): 톰슨로이터에서는 매년 노벨상 수상

라이징스타로 소개

자 발표 약 1달 전, 물리, 화학, 의학, 경제 부문에 노벨상

3)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수상후보를 예측하여 발표

414

Ecole
Polytechnique

361 Salk Institute

251
269 Salk Institute

387 Pasteur Institue

345 Carnegie Institution of Science

398

386 Pasteur Institue

466

Ecole
Polytechnique

454

Ecole
Polytechnique

500

Kent State
University

500

China Univ. of
Geosciences

500위
500

1)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 세계적 출판 그룹인 네이처

Ecole
Polytechnique

316 Carnegie Institution of Science

Nara Institute of
Science & Tech.

500

The Univ. of
Oldenburg

-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란?
수준 높은 68개 자연과학 저널에 게재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국가·기관별로 프로파일링한 데이터베이스.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매달
업데이트하여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실시간 제공, 매년 국가, 기관별로 500위까지 순위 및 점수 발표. 특히,
WFC(Weighted Fractional Count)는 저자의 소속기관 수, 저자의 비중을 고려하고 분야별 가중치를 주어 보정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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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가 국내 최고수준의 기초과학 종합연구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국내 7위를 기록, 연구소 중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첫 연구단이 착수된

네이처 인덱스

이래 매년 네이처 인덱스 순위와 WFC 지수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Nature Index)

있다.

● 한국의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상위 기관 순위

2-2.
2016 네이처
라이징 스타
(Nature Rising Star)

IBS는 2016년 7월 네이처가 발표한 글로벌 기초과학계 ‘라이징 스타’ 100개 기관 중
1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한 국가의 성장을 견인했거나 세계 순위가 대폭 상승한
25개 주목할 대상 중 IBS가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는 ‘이들을 따라잡을테면 따라잡아 보라(Catch Them If You Can)’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로 25개 연구기관을 소개했다.

● ‘2016 네이처 인덱스 라이징 스타(Nature Index Rising Star)’ 발표 순위

IBS는 2012년 네이처 인덱스 순위 국내 71위에서 시작하여 2013년 20위, 2014년 11위, 2015년에는 7위(연구기관 중 1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

1

2013

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2014

1

서울대학교

2015

1

5

고려대학교

5

연세대학교

5

고려대학교

5

성균관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6

고려대학교

8

한양대학교

7

삼성전자(주)

7

한양대학교

7

10

UNIST

11

10

2012-2015
WFC 성장

2012-2015
WFC 성장률(%)

중국과학원

1.357.8

245.02

22.02

2

베이징대

300.4

88.32

41.64

3

난징대

253.6

84.48

49.95

9

쑤저우대

108.5

52.43

93.57

10

옥스퍼드대

398.4

52.25

15.10

50.3

49.27

4.732.54

스탠퍼드대

530.8

48.84

10.13

15

쓰촨대

83.2

38.35

85.45

18

맨체스터대

149.1

32.13

27.47

19

킹압둘라과학기술대

72.2

31.67

78.19

20

난양기술대

207.8

30.23

17.02

21

충칭대

33.2

30.20

1.006.69

22

로잔공대

215.3

28.50

15.26

기관명

1

국가

5위

10위
UNIST

2015년
WFC

순위

서울대학교

5위

13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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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20위

20

11

50위

12

13
71

15위

● IBS의 WFC 지수 변동 추이
IBS의 네이처 인덱스 평점(WFC, Weighted Fractional Count)은 2012년 1.04점에서 2013년 14.51점, 2014년 28.88점,
2015년에는 50.31점을 기록했다.
50
40
30
20
10

1.04

14.51

28.88

50.31

0

2012

2013

2014

2015

* WFC(Weighted Fractional Count) : 저자의 소속기관 수, 저자의 비중을 고려하고 분야별 가중치를 주어 보정한 지표

주목대상

2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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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성과분석 기관인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는 최근 10년간
연구분야별 논문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연구자들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 연구자
(Highly Cited
Researchers)

선정해 발표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 연구자에 IBS 연구단장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MAKING DISCOVERIES FOR HUMANITY &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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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 1달 전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해 후보를 발표한다.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
(Thomson Reuters
Citation Laureate)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예측후보로 선정된 279명 중 40명이 실제 노벨상을
수상해 14.5%의 적중률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의 유룡 단장이 2014년 화학 분야에 선정되었다.

●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 연구자 (Highly Cited Researcher) 분야별 선정 현황

● 2014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 (THOMSON REUTERS Citation Laureates)

IBS에서는 총 6명의 연구단장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 연구자에 선정되었다. 김기문, 천진우, 현택환, 로드니 루오프

유룡 단장은 기능성 메조다공성물질*을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학 분야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로 선정되었다.

(Rodney S. Ruoff) 단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었다. 김빛내리 단장은 2014년 분자 생물학 & 유전학
분야에, 장석복 단장은 2015, 16년에 화학 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분야별로 중복 선정될 수 있다.

김빛내리 단장 (RNA 연구단)

김기문 단장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화학

분자생물학
& 유전학
2014

2014
2015
2016

로드니 루오프(Rodney S. Ruoff) 단장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장석복 단장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화학

물리

재료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천진우 단장 (나노의학 연구단)

화학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유룡 단장
2014 화학(Chemistry) 분야

2015
2016

현택환 단장 (나노입자 연구단)

기능성 메조다공성물질
탄소 표면 위에 직경이 2~50 나노미터 (nm. 1nm는 10억분의 1m) 크기의 기공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을 말한다.유룡 단장은

화학

화학

재료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73

1999년 이 물질의 합성법을 개발했고, 그가 만든 기술은 ‘CMK(Carbon Mesostructured by KAIST)’ 즉 ‘KAIST에서 만든 탄소
나노구조물’ 이라는 고유명사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 물질은 친환경 촉매 화학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매일경제 2014.09.25.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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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기관현황

Vision & Mission
연혁
인력
예산 및 국내외 평가패널 현황
국제협력
연구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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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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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8. 04
본원 개원식

기초과학 연구로
인류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

2018. 01
2017. 12

본원 연구단(1차) 및 행정조직 이전

본원건축 1차 건립사업 준공

2017. 01

1단계

2단계

3단계

2013~2017년

2018~2022

2023~2030

국가 기초과학
거점으로 조성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글로벌 기초과학
패러다임 주도

신규 연구단(기후물리, 양자나노과학) 신설

2015.04

2016. 07
26개 연구단 구성. 운영중

6차 연구단장 선정

2014.12

핵심활동

1

2

미래를 위한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학문 창출

5차 연구단장 선정

3

세계 수준 과학자
유치와 신진
연구리더 육성

4
국가와 학문의
경계를 넘는
협력과 융합
활성화

과학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사람중심연구’
보장

5
기초과학
지식의 확산과
사회 파급효과
확대

2013.10
4차 연구단장 선정

2014.09.22
2대 김두철 원장 취임

2013.07
과학벨트 거점지구 확대로
IBS 본원의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 입주 확정

2013.06

기본원칙

3차 연구단장 선정

2012.10
2차 연구단장 선정

수월성

자율성

창의성

개방성

Excellence

Autonomy

Creativity

Openness

2011.11
기초과학연구원 법인 설립 및
초대 오세정 원장 취임

2012.05
개원식 및 1차 연구단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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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인력

1) 직종별(명)

254,027

2,272

행정원

926

연수학생, 외부참여 연구인력

기술원

814
639
445

49

45

156

220
22

28

906

62

55

+
1,366

75

202

185

182

124

662

577

86

112

2011

2012

2014

2) 외국인 비중

160,000

2013

188,006

2014

201,721

2015

223,549

2016

235,706

2017

239,522

5
2016

2015

(RISP 예산 : 195,107)

국내외 평가패널 현황
선정 및 성과평가를 위해 후보자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세계적 석학 중심으로 리뷰패널을 구성

2017년

3) 성별분포
68.5%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3

2

2

14

남성

59

3

45
37

한국

309

499

총원

285

906

456

유럽

캐나다

미국

394

43

총원

906

229

141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캐나다

60
중국

유럽

* 2018년 4월 기준

4) 연령별분포

185
20

=
여성

621

총계

29개국, 1,414명의 과학자가 참여

31.5%

+

아시아

(단위: 백만원)

2018년

277

2013

2012

646

434
6
13
9

일본

예산

* 2018년 1월 기준

연구원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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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

20
60대이상

1

150

남미
호주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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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국제협력

연구단 현황

IBS 본원
* 2018년 4월 기준
영국

노르웨이

·BCCR
·Univ. of Bergen
독일

루마니아

·GSI
·MPG
·TTC

스페인

·IFT

미국

일본

·IFIN-HH

러시아

·INR
·BINP

중국
프랑스

포르투갈

·GoLP IPFN
이탈리아

·INFN
·SISSA

·GANIL
·CEA
·CNRS

·ZJU
·IHEP
·BICMR

한국

·APCTP*

·KEK
·CNS
·RNC
캐나다
·ILE
·TRIUMF
·RIKEN
·OIST
·RIMS
·Nikon Corporation
·KPSI-QST

·Fermilab
·CCHF
·Cornell Universit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Keystone Symposia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연구단장 신희섭

연구단장 김은준

·NCTS

·CERN*

서울

수원

http://synapse.ibs.re.kr

포항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연구단장 최기운

연구단장 유 룡

http://ctpu.ibs.re.kr

http://cncr.ibs.re.kr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혈관 연구단

대전

대구

울산

연구단장 세르게이 플라흐

연구단장 고규영

http://pcs.ibs.re.kr

http://vascular.ibs.re.kr

지하실험 연구단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부산
광주

연구단장 김영덕

연구단장 야니스 세메르치디스

http://cupweb.ibs.re.kr

http://capp.ibs.re.kr

유전체 교정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연구단장 김진수

연구단장 장석복

http://cge.ibs.re.kr

http://cchf.ibs.re.kr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연구단장 조민행
http://cmsd.ibs.re.kr

성균관대학교

POSTECH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연구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연구단장 김성기

연구단장 오용근

http://qns.science

http://cnir.ibs.re.kr

http://cgp.ibs.re.kr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연세대학교

대만
스위스

KAIST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http://ccs.ibs.re.kr

·Royal Society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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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의학 연구단
연구단장 천진우

연구단장 이영희

연구단장 김기문

http://cinap.ibs.re.kr

http://csc.ibs.re.kr

http://nanomed.ibs.re.kr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연구단장 염한웅

서울대학교

UNIST

부산대학교

RNA 연구단
연구단장 김빛내리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기후물리 연구단

연구단장 로드니 루오프

연구단장 악셀 팀머만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http://rna.ibs.re.kr

http://cmcm.ibs.re.kr

http://iccp.ibs.re.kr

http://aim.ibs.re.kr

http://caldes.ibs.re.kr

● 국제학술대회 개최건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최 건수(회)

9

20

38

38

39

59

* IBS는 독일 MPG, 일본 RIKEN, 영국 Royal Society, 프랑스 CNRS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연구단장 노태원

연구단장 스티브 그래닉

http://cces.ibs.re.kr

http://softmatt.ibs.re.kr

GIST

DGIST

나노입자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식물 노화 · 수명 연구단

연구단장 현택환

연구단장 명경재

연구단장 남창희

연구단장 남홍길

http://nanomat.ibs.re.kr

http://cgi.ibs.re.kr

http://corels.ibs.re.kr

http://aging.ib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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