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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morphosis
that matters
물질의 기묘한 변이

네덜란드의 판화가 에스허르(Mauritz Cornelius Escher)

을 한 번에 표현하면 수많은 입자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는 미술사에서 매우 독특한 작가다. 그는 주관적인 세계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도형의 변형을 수학적으로

관보다 논리적인 모순을 작품에 담아낸다. 그래서 그의

분석하면 여러 입자가 모인 계의 상태변화를 예측할 수

작품은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수학적이다.

있다. 바로 2016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인 사울레스

에스허르의 수학적 통찰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폭포’

가 KT상전이를 설명하는 데 적용한 방법이다.

다. 폭포는 영국의 수학자인 펜로즈(Sir Roger Penrose)

위상수학에서의 공간과 도형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

와 ‘순환하는 위상구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리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다. 그러나 수많은 입자들의

서 탄생했다. 펜로즈는 세 개의 사각기둥이 서로 뒤틀려

소용돌이를 물체에 뚫린 구멍으로 해석한 것처럼, 물리

서 이룬 삼각형인 ‘펜로즈 삼각형’을 제안한 바 있다. 에

학자들은 모호한 공간 개념을 이용해 기존의 물리적 법

스허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가상의 도형을 영원히 순환

칙에서 벗어난 것만 같은 혼란스러운 상태도 쉽게 설명

하며 물레방아를 돌리는 수로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할 수 있었다.

에스허르처럼 물리학자들도 현실의 물리현상을 설명하기

그리고 이제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질이나 특성을 창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고도화된 기하학 개념을 활

해내는 데 위상수학을 활용한다. 물질의 위상구조를 조

용해 왔다. 수많은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계를 쉽

절해서 고효율 소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고전적인 이

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론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음의 굴절률을 지닌 렌즈를

고전적인 뉴턴 물리학에서 여러 입자가 모인 계의 상태

창조하기도 한다. 입자 자체의 위상구조를 바꿔서 원자

를 분석하려면 수많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일일이 고

하나에 1비트의 정보를 담는 고집적 저장장치를 고안하

려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수학자 푸앵카레가 19세

기도 하고, 기존의 반도체로는 구현할 수 없던 전기적 성

기에 이미 증명했듯, 계의 입자가 세 개만 넘어가도 입자

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물질의 위상수학적

간 상호작용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구조를 마음껏 주물러서 새로운 작품을 빚

현실은 수학적 이론으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IBS Research>

난해했다.

11호에서는 위상수학과 물리학이 만나

기하학, 특히 위상수학은 복잡한 현실을 간결하게 바꿔

물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줬다. 위상수학적으로 규정한 공간에 여러 입자의 흐름

현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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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세계의
기묘한 이면을 보다
-위상수학으로 본 물리학

수학적 위상 개념을 빵으로 설명하는 한손. © Nobelprize

노벨위원회와 왕립학술원이 201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자를 발표하던 기자회견장에서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
게 빵을 한가득 들고 있던 과학자에게 이목이 집중됐
다. 노벨위원회의 이론물리학자 토르스 한스 한손은 시
나몬 번과 베이글, 프레츨을 들고 기자들에게 위상수학
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건 모두 다른 빵입니다. 이건 짜고, 이건 달지요. 그
러나 위상수학자가 보기에 중요한 점은 구멍의 개수입
니다.”
한 개나 두 개는 있어도 1.5개는 존재할 수 없는 구멍의
개수. 구멍의 개수가 정수인 것과 물리학이 무슨 관계라
는 말인가? 구멍 없는 빵과 구멍이 한 개인 베이글, 그

2016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은

리고 구멍 두 개인 프레첼, 이 빵을 손상하지 않고 실로

기하학이었다. 스웨덴 왕립학술원은

꿰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구멍이 없는 빵은 불가능하

데이비드 사울레스, 마이클 코스털리츠,

지만 베이글은 구멍을 통과시켜서 꿸 수 있다. 이에 비

덩컨 홀데인 과학자 3인의 수상

해 구멍이 두 개인 프레첼은 둘 중 하나의 구멍만 꿰거

소식을 발표하면서, “올해의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나 두 개의 구멍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방법, 두 가지

열었다”라고 논평했다. 이들의 연구는

가 있다. 세 가지 빵은 재료는 비슷할지 몰라도 구멍의

이후 ‘이종물질(exotic matter)’로 알려진

개수에 따라 이렇게 꿰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미지의 물질을 규명하고 물질을 성질을

처럼 물체를 어떻게 꿸 수 있느냐를 따져서 대상을 구

디자인하는 데 기여했다. 세 명의 과학자가

별하는 것이 바로 위상수학(topology)이다. 정수배로만

물질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활용한
무기는 다름아닌 기하학의 대표적인 분야,
위상수학이었다.

입자 주변에서 나타나는 위상공간 변화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입자가 주고받는 영향력은 힘만을 다루는 별도의
위상공간에서 분석한다. 이들 위상공간의 변화를 통해
수많은 입자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존재하는 구멍의 개수로 사물을 구분하는 위상수학을
이용해 3인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전에는 이해하기 어
려웠던 기묘한(exotic) 물질의 성질을 설명했다.

Research Fron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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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의 개수로 물체를 분류한 오일러의 통찰

그렇다면 왜 하필 구멍의 개수가 분류 기준일까? 독일의 천재 수학자
오일러(Euler)는 어떤 다면체가 있을 때, 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숫자 2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식으로는 ‘꼭짓점 - 모서리 + 면 = 2’로 표현되며,

구멍 3개

‘구멍’ 생성

우변의 값을 오일러 지표라고 한다.
오일러 지표는 다면체를 쪼개거나 구멍을 뚫지 않는 한, 어떤 모양으
로 바꾸더라도 2가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정육면체의 가운데를

구멍 2개

전기 전도도

사각기둥 모양으로 뚫어서 구멍을 내면 오일러 지표가 0으로 달라진
다. 구멍 뚫은 정육면체를 어떤 모양으로 변형시키든 오일러 지표는

‘구멍’ 생성

구멍 1개

0으로 유지된다. 결국 오일러 지표는 구멍의 개수가 같은 물체에서는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수를 유지해 물체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구멍 없음

오일러 지표는 위상수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후 수학자들은 ‘정수’로만 나타나는 구멍의 개수를 이용한 구별법을

구멍의 개수가 정수배로 변하는 것처럼, 물체의 위상학적 특징은 계단을 한 단 한 단 오르듯 단계적으로 바뀐다. 일정한 양을 한 단위로 변화하는 양자적 물리량의 이면에는

바탕으로 여러 입체도형의 특징을 해석해 체계화했다. 그리고 노벨상

위상수학의 원리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Johan Jarnestad/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을 받은 세 명의 물리학자들은 오랜 세월 물리학자들이 이해하기 어

오일러 지표는 위상수학의 본격적인

려웠던 현상을 위상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바로 계의 물리량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특정 값의 ‘정수’배로 증감하는 양자화 현상이다.

소용돌이치는 미시세계

구멍의 개수를 이용한 구별법을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문제는 ‘응집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작

바탕으로 여러 입체도형의 특징을

은 입자들이 빼곡이 모인 양자 유체나 액정과 같은 대상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계 전체가 나타내는 물리량의 양자화’ 현상이 주목받았
다. 작은 입자가 모인 액정의 전체 상태를 설명하려면,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입자의 거동을 관찰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된다.
그러나 수많은 입자들이 동시에 주고받는 영향이 매우 복잡해, 입자

해석해 체계화했다. 그리고 노벨상을

번, 구멍이 하나인 베이글, 구멍이 두 개인 프레첼의 오일러

양자와 양자화 : 과거에는 대부분의 물리량이 연속적이라고

이러한 연구에서 단위 입자의 물리량과는 관계 없이 특정한 값을 단

생각했다. 연속이란 물리량을 아무리 미세하게 쪼개더라도

위로 하여 정수배로 변하는 물리량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즉, 양

더 쪼갤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시간을 생각해보면, 1분

자화가 관찰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감이 오지 않

은 60초로 쪼갤 수 있고 1초는 1/10초, 1/100초로 쪼갤 수 있

는다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숟가락으로 푼 밥의 밥알 숫자가

다. 아무리 시간을 미세하게 나눴더라도 항상 더 짧은 시간

받은 세 명의 물리학자들은 오랜 세월

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연속적이라고 한다. 질

물리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량은 이와 다르다. 물체를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 단위까지

양자화가 관찰된다면 계를 구성하는 입자 간 상호작용으로 양자화를

쪼개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따라서 쿼크의 질량을 1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나, 변화되는 물리량의 단위값을 지닌 양자가 실제로

했을 때 쿼크가 모인 물질의 질량은 항상 쿼크 질량의 정수

존재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느 방법으로도 응집물질의 양자화를 설명

있었다. 바로 계의 물리량이 특정 값의

배로만 나타난다. 마치 비탈길이 아닌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

하기란 어려웠다. 2016년 노벨상을 받은 성과는 바로 이러한 난관에

특정한 값을 단위로 값이 증가할 때 이를 불연속적이라고 한
다. 불연속적인 변화에서 변화의 단위가 되는 양을 양자라고
하며, 어떤 물리량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 양자화됐다
고 표현한다.

돌파구를 제공했다.
사 울 레 스 와 코 스털리 츠 에 게 노벨 상 의 영예 를 안긴 연 구 는
KT(Kosterlitz-Thouless) 상전이 연구였다. 상(phase)이란 물질이 이루
는 입자가 모인 계가 보이는 특정한 상태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고

지표는 순서대로 2, 0, -2다. 따라서 오일러 지표를 기준으로
대상을 위상수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개의 오차도 없이 10의 배수라고 생각해보라.

현상을 위상수학으로 설명할 수
‘정수’배로 증감하는 양자화 현상이다.

물체의 위상구조에 따라 오일러 지표가 다르다. 구멍이 없는

의 개별 상태에 관계없이 액정 전체가 나타내는 현상이 연구된다.

수학자들은 ‘정수’로만 나타나는

응집물질 : 물질이 모인 계는 단단한 고체, 입자 간 결합이
유지되는 액체, 압축된 상태의 기체, 저에너지 상태의 양자
덩어리 등 다양한 상태를 보인다. 이들 중 수많은 입자가 빽
빽하게 모인 상태를 응집물질이라고 한다. 입자가 응집된 상

체, 액체, 기체가 분자 간 인력에 의해 나타나는 계 전체의 상태다. 상
이 유지되는 동안은 계 속에서 입자의 배열이 균질적으로 일관성 있
게 나타난다. 즉, 고체 상태에서는 모든 입자가 단단히 결합한 결정구

태에서는 여러 개의 입자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조를 이루고, 액체 상태에서는 인접 입자와 느슨하게 결합한 상태를

나타나며, 계 전체가 단일 입자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독특

유지한다. 그런데 온도나 압력과 같은 조건이 변하면 원래의 규칙성이

한 특성을 보인다.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깨지고 새로운 상으로 전환되는 상전이가 일어난다. KT상전이는 한

는 분야가 응집물질을 연구하는 응집물질물리학이다.

층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나타내는 독특한
상의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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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털리츠와 사울레스는 2차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얇은 물질의 상전이를 위상수학을 이용해
기술했다. 왼쪽의 파란 배경은 낮은 온도 상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쌍으로

과정을 설명하려면 3차원 물질의

묶여 마치 두 개의 동체를 지닌 한 배인 쌍동선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오른쪽 붉은 배경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쌍을 이루던 소용돌이가 서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상전이가 일어난다.

상전이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 Johan Jarnestad/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사울레스와 코스털리츠가 주목한 것은

플라즈마

2차원 물질의 온도를 극도로 낮췄을
때 나타나는 양자 소용돌이였다.

회전방향이 서로 반대인 소용
돌이 한 쌍의 단단한 결합

단일 소용돌이

양자 소용돌이란 입자의 요동에
의해 입자들이 무리지어 한 곳에서
회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체

입자가 한 자리에 붙박힌 것처럼 보이는 고체라도 미시적으로는 끊임

위상학적
상전이

없이 움직이며 요동친다. 입자의 에너지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체 결정의 격자 이내라는 아주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에

다행히 일반적인 3차원 고체 내부에서 진동하는 입자는 인접한 입자

온도

서 입자의 위치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불확정적으로 나타난다.
액체

와 이루는 격자 내로 불확정한 공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온도 상승

극저온

는 특별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입자가 한 층으로 배열된
2차원 물질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입자의 요동에 의한 위치 불확정

사울레스와

이의 수가 많아지고, 여러 소용돌이의 교란으로 소용돌이쌍이 깨지면

성이 입자 간 간격을 넘어서기 때문에, 2차원 결정에 있는 입자들은

코스털리츠는 양자

서 서로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 상태는 2차원 결정의 무질

결정 내부의 제 위치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져서 이론적으로 2차원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물질이 이루는 고체는 존재하기 어렵다. 저에너지 상태에서 2차원 결

서도가 증가한 상태로, 입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액체와 유사
하다.

상태에서는 서로 반대

사울레스와 코스털리츠는 2차원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모여서

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룬 소용돌이가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해서 물질의 상을 결정한다는

2차원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3차원 물

소용돌이가 서로

사실을 보여줬다. 이때 소용돌이를 이루는 입자의 종류나 상태는 중

질의 상전이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사울레스와 코스털리츠가 주

반대방향으로 자기장을

요하지 않다. 소용돌이 자체가 입자처럼 행동하므로 오직 소용돌이의

정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이때 일어나는 상전이 현상

고체

목한 것은 2차원 물질의 온도를 극도로 낮췄을 때 나타나는 양자 소

생성해서 인력이

용돌이였다. 양자 소용돌이란 입자의 요동에 의해 입자들이 무리지어
한 곳에서 회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용돌이를 이루는 입자가 전하
를 띠고 있으면 한 곳에서 맴도는 전류가 나타나므로 결정면에 수직

양자 응집물질

수와 상태로만 2차원 물질의 상전이를 설명할 수 있다.
양자 역할을 하는 소용돌이는 2차원 결정에 난 ‘구멍’으로 볼 수 있다.

작용하므로 쌍을

따라서 소용돌이가 형성된 2차원 물질 표면은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이룬다고 생각했다.

물체에 대응하며, 이를 위상수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입자

인 자기장이 생성되고, 이 자기장은 소용돌이의 방향에 따라 위나 아

들이 형성하는 ‘모양’, 즉 위상수학적 성질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래, 둘 중 하나의 방향을 갖는다.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상수학의 개념을 활용

사울레스와 코스털리츠는 양자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상태에서는 서

하면 복잡한 입자의 상호작용을 간단한 대수적 식으로 치환해 간결

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자기장을
생성해서 인력이 작용하므로 쌍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에너지가 충분
히 낮으면 소용돌이 쌍이 서로 묶여 전체 결정을 단단하게 결합해주
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요동이 심해지면서 소용돌

기체, 액체, 고체는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물질의 상태다. 분자가 조밀한

하게 설명할 수 있다.

결정을 이루면 고체, 결합력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액체,
분자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기체,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에너지가
높으면 플라즈마 상태를 이룬다. 그런데 아주 낮은 온도에서 물질은 별난 상태(exotic
state)를 띤다. © Johan Jarnestad/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

입자가 모여 빚어낸 새로운 양자현상

KT상전이에 대한 연구가 복잡한 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위상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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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 사울레스의 다음 연구

분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절연체’라는 분야가 탄생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위상절연체란

특히 이목이 집중되는, ‘핫’한 분야다. 이러한 물질들이 이전에는 생각

인 ‘양자 홀 효과’는 위상수학적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과 직접적인 관

사울레스의 해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당시 워싱턴 대학교의

원래 부도체인 물질이지만 물질의 경계면에서 특별한 위상수학적 조

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차세대의 전자제품과 컴퓨터, 신소재를 실현시

련이 있음을, 즉 소용돌이가 실제로 ‘양자’임을 보여준다.

교수인 한스 데멜트의 반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데멜트는 사울리

건을 만족해 전도성을 나타내는 전자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쉽게 말

키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위상수학이 낳은 이론적인 진전이 실제 연

양자 홀 효과란 1980년대 독일의 물리학자인 클라우스 폰 클리칭이

스를 찾아가 오만가지 입자가 뒤섞인 고체 덩어리 같은 ‘지저분한 물

하면 부도체면서도 다른 계와 접촉하는 경계면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구에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발견한 ‘특수한 종류의 홀 효과’다. ‘홀 효과’는 도체나 반도체에 자기

질’로 자연의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상수를 어떻게 정확히 잴 수

물질이다.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주제였으나 2007년 실

장을 가하면 물체의 표면에 전위차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홀 효과로

있겠냐고 따졌을 정도였다.

험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현대물리학의 핵심 연구주제로 급부상했다.

나타난 홀 전압은 물체 내부 전하의 극성과 밀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더 중요한 진전은 이전에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에

위상수학은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극저온에서

하나로 연속적인 값을 지닌다.

그쳤던 위상학적 양자 해석이 전기 전도도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측

양자 소용돌이로 나타나는 현상부터 복잡한 조성의 고체덩어리에서

클리칭은 강한 자기장이 걸린 극저온 환경에서는 홀 전압으로 나타난

정할 수도 있는 물리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도 보여준 것이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들을 파악하는 데까지 위상수학은 다양하

전도도의 값이 특정 값의 배수 형태로 불연속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

다. 이는 곧 물질에 위상학적 변환을 가하면 물성을 바꿀 수도 있음

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던 물리량이 실

견했다. 사울레스는 이러한 양자화를 극저온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용

을 암시한다. 위상수학으로 해석한 양자상태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은 양자적 불연속성을 지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위상수학

돌이가 양자로 작용해서, 소용돌이의 개수에 비례해 양자 홀 전도도

가능성을 연 셈이다.

의 활용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위상수학에 힘입어 급격한 연

값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용돌이의 개수는 당연히 정수이므로 양

양자 소용돌이가 특수한 조건에서 입자들이 이루는 소용돌이로 거시

구가 진전된 위상 절연체나 위상 금속과 같은 물질들은 최근

자 홀 전도도 역시 소용돌이의 개수에 따라 특정 숫자의 배수로만 증

적인 상태변화가 나타난 사례라면, 반대로 계의 위상수학적 상태변화

가한다는 것이다.

가 미시적인 전자 상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양자 홀 효과에서 나

꼭짓점을 맞댄 두 개의 원뿔은 자기장이 위상절연

사울레스의 해석은 물리학계에 큰 충격을 줬다. 과거에는 홀 효과가

타나는 양자화는 2차원 물질, 극저온, 강한 자기장이라는 세 가지 조

체의 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스핀 고정’ 현상에

개별 입자의 전기적 성질로 인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전자의 움직임

건을 필요로 한다. 바꿔 말하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빠져도 위상

과 자기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당연한 생각이다. 그런데 사울레스

학적 소용돌이로 인한 상전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용하면 위상절연체의 전자를 마치 자기테이프처럼 2진 정보를

는 전자기적 현상인 홀 전도도가 사실은 소용돌이의 개수라는, 물리

2016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홀데인은 2차원 고체가 특정한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적 성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던 위상수학적 상태에 의해 나

위상학적 구조를 갖췄다면 외부의 자기장이 없어도 양자 홀 효과가

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비유하자면 재료로 무엇을 쓰느냐보다 반

나올 수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계의 위상 변화에 의해 전자의 이동이

죽에 구멍을 몇 개 뚫느냐에 따라 빵의 맛과 식감이 달라지는 것처럼,

유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질은 질량이나 전하량이 아닌 물질이 형성하는 ‘구멍의 개수’로 구

홀데인의 논문은 거의 2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05년 ‘위상

에너지
전자 스핀의 축 방향

의해 전자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스핀의 방향이 제한되
므로, 전자의 흐름이 마치 자석처럼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전자가 ‘비어 있는’ 표
면 상태. 자기장에 의
한 위상 변화로 원뿔
의 옆면에는 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y축 방향 운동량

전자 이동방향

자기불순물
(마그네슘 또는 철)

전자 스핀의 축 방향

x축 방향 운동량

위상절연체 표면의 전자는

전자가 ‘비어 있는’
표면 상태

스핀의 방향에 따라 정해진
경로를 움직인다. 각 전자의

절연체

스핀은 이동방향에 항상 수
직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현
상을 스핀 고정이라 부른다.
표면의 전도성은 위상절연체
의 모서리까지 나타난다.

전자의 스핀 축 방향.
위쪽의 원뿔 밑면의 전
자와는 방향이 반대다.

홀 효과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인 자석을 이용한 스위치. 원형 자석을 돌리거나 막대
자석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비접촉식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 홀 효과로 인한

위상절연체에 대한 개요도. 위상절연체는 물체 표면에서 전자의 흐름이 나타나는 물질을 말한다. 자기장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위상이 변하면 전기적 특성도

전류는 연속적으로 증감하므로 홀 스위치에 의한 출력 변화도 완만하게 나타난다.

바뀐다. 위상절연체는 비교적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물질로, 차세대 전자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 Emily Cooper/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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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는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다
-물질의 위상으로 신물질을 탐색하는 IBS의 연구단

사울레스와 코스털리츠, 홀데인의 2016년 노벨상 수상은
최근의 물리학 연구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집물질물리학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응집물질물리학은 입자들이 응집된 상태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미국에서는 물리학자 중
1/3이, 한국물리학회에 등록된 연구자 중에서는 1/4이
응집물질물리학을 연구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있다.

대상을 계속 분해하면서 단위 입자의 성질을 탐구하는 입자물리학과
달리, 응집물질물리학에서는 수많은 입자가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특성을 다룬다. 고유의 성질을 지닌 입자가 여럿이 모여 복잡하게 상
호작용하면 예상치 못한 성질을 보이곤 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개
별 입자의 성질을 기반으로 전체 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질을 설
명하려고 했지만, 무리가 있었다.
입자가 뭉친 계는 개별 입자의 단순한 총합으로 설명될 수 없었기에,
입자물리학과는 다른 접근법과 해석이 필요한 분야였다. 사실 조밀한
계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반의 고체물리학과 통계역학으로부터 이
론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2차원이나 3차원에 존재 가능한 고체의
구조는 이미 20세기 이전에 분석이 마무리됐고 고체의 결정 격자 내
에서 나타나는 양자화된 진동인 포논은 1930년대에 개념이 정립됐다.
그러나 사울레스가 제안한 ‘위상학적 물질 상태’라는 개념은 응집물
질물리학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급격한 발전을
이끌었다.
응집물질물리학은 다루는 대상이 다양하고 연구범위가 넓다. 최근의
신기술은 대부분 균질적이지 않은 대상을 다룬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재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고, 반도체는 실리콘에 도체를 얇게
덮어서 만든다. 세포 속에서 작용하는 물질도 수많은 이온과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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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섞인 곳에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나노기술에도 다양한 물질이 활용된다. 이처
럼 이질적인 물질이 뒤섞여서 영향을 주고받는 물질이라면 무엇이나 응집물질물리학
강유전성이 나타나지 않는 막
(1.4 nm)

경계에서 나타나는 변화

외부 전기장

있는지 살펴본다.

강유전성 막
(100-200 nm)

정도다. 입자들이 모여서 빚어내는 기이한 물성을 IBS 연구단에서는 어떻게 탐구하고

강유전성이 나타나지 않는 막
(1.4 nm)

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구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과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위상수학적 해석이 활약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양자적 상전이다. 홀데인이 양자의 위
상학적인 상전이가 2차원 물질, 초저온, 강한 자기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일어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자적 상전이 모습. 왼쪽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균일하게 분포된 상태, 오른쪽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두 개씩 모여서 불균일한
분포를 이룬 상태다. 입자 간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양자는 균일한 상태와 불균일한 상태를 오가며,

나는 것은 아니라고 예측한 이후, 연구자들은 상전이가 일어나는 다양한 조건을 탐구

현재의 메모리 소자

산소 분압이 150밀리토르(mTorr)인
환경에서 제작

산소 분압이 5밀리토르(mTorr)인
환경에서 제작

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는 것이 서로 다른 상의 경계면이다.
2차원 물질이 3차원 물질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위아래에 동종의 입자가 없

불균일한 상태에서 불균일성이 더 증가하면 알파

는 위상학적인 특성, 즉 물질 전체에서 다른 계와 접하는 경계면이 형성된다는 특성

현재 연구단이 주목하는 현상 중 하나는 강유전성이다. 강유전성은 외부의 전자기적

입자가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생성된다. © APS/Alan Stonebraker

때문이다. 물체의 표면은 경계면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물체가 외부의 계와

자극 없이 스스로 분극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을 강유전체라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접하는 경계면, 예를 들어 금속 덩어리 표면의 입자들은 물체 내부의 입자와 다른 위

고 한다. 강유전체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물질의 양 끝단에 위치해 상시적인 분극상태

상학적 환경에 놓이므로, 독특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면 입자의 물리화학적

를 유지한다. 강유전체를 이용하면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보다 전력소모가 적고 읽고

특성을 연구하는 응집물질물리학의 하위 분야가 계면공학이다.

쓰는 속도가 빠른 소자를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았다.

계면 특성을 연구한다.

계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다양하다. 경도와 같은 물리적인 특성이 다를 수도

강유전체 메모리에 대한 이론적인 탐색은 거의 마무리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준

강상관계는 개별 입자들의

있고 빛의 굴절률과 같은 광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열전도성이나 팽창률과 같

비된 상태다. 그러나 강유전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130n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해

운동에너지가 무시될

은 열특성, 자기모멘트 자화율과 같은 자기특성, 표면의 전기전도도나 반도체 특성과

야 하는 탓에 실제 생산에 이르기에는 생산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미세 구조에

정도로 구성 입자들이

같은 전기적 특성, 표면자유에너지와 같은 표면장력 등 수많은 물리적 특성이 계면공

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매우 얇은 막 상태에서도 강유전성

학의 연구 주제다.

을 유지하는 물질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은 2006년에 초박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은 응집물질처럼 입자가 강하게 상호작용하

막 상태에서 강유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론적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계면 특성을

최근에는 티탄산바륨(BaTiO3)을 이용해 1.4nm 두께의 강유전체 초박막을 실제로 만

연구한다. 강상관계는 개별 입자들의 운동에너지가 무시될 정도로

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연구단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이룬 산화물 금속과 강유

전자가 배치된 구조를 따라 고체의 전기전도성이나 광학적 특성이

구성 입자들이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환경에

전체의 계면에서 나타나는 불균일성이 강유전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페로브

결정된다. 따라서 에너지 띠는 고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원인이

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자유전자 생성과 이동

스카이트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결정구조로, 단일 원자 수준의 불

되며, 에너지 띠의 구조를 다루는 이론을 띠 이론이라고 한다. 띠

에 영향을 주는 계를 상정한 전통적인 ‘띠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

균일한 위상구조를 형성한다. 연구단은 계면을 균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다. 따라서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자의 집단 전체가 발현하는 특

높이는 한편, 이렇게 만든 물질이 부도체임에도 터널링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

성들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안정적인 반도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였다.

띠 이론 : 고체 결정 속에서는 특정한 에너지 영역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을 에너지 띠라고 부르고, 에너지 띠에

이론에서는 개별 전자의 에너지준위가 중요한 요소다.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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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지름을 지닌 미세한 탐침으로 원자 단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비다. 탐침의

서 2차원 물질의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기존의 반도체는 여러 층

끝부분을 시료에 아주 가깝게 댄 상태에서 탐침과 시료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을 걸

의 원자로 이루어진 결정 형태의 3차원 물질로 제작됐다. 3차원 반

어주면 일부 전자가 양자적 터널링 현상을 통해 탐침에서 시료로, 또는 시료에서 탐

도체는 현재 성능이 극한까지 끌어올려져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

침으로 넘어갈 수 있다. 터널링 현상으로 전자가 이동해 발생하는 전류는 탐침의 위

을 뚫어 빠져나온 것 같다고 해서 터널링 현상이라고 한다. 터널링

은 데다 소형화에 한계가 있어 2차원 반도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치, 전압의 세기, 탐침이 있는 부위의 밀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탐침으로

현상은 전자의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위치에 전자를 고정시켜

있다. 그러나 2차원 반도체는 금속 전극과의 접합면에서 전위차가

시료를 훑으면서 터널링 전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 원자 단위의 표면 형상을 얻

두는 데 유용해 소자를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

큰 계면특성이 나타나므로 전하 이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을 수 있다.

연구단은 전이금속과 칼코겐을 결합한 화합물을 이용해 계면 전위

그렇다면 현미경으로 원자를 어떻게 조작할까? 탐침이 표면 원자에 아주 가까이 가

터널링 현상 : 전자는 원자 속에 에너지준위의 장벽으로 갇혀 있어
서 자유전자가 되려면 장벽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양자적 불확정성에 의해, 원자 내 전자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더라
도 장벽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장벽에 터널

차를 기존의 1/1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연구단이 이용한 것은 전

져가면 원자와 탐침 사이에 반데르발스 힘이 작용해서 전자를 ‘잡고 옮길 수’ 있다. 한

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의 ‘구조 상전이’다. 이 화합물은 온도와 압력

편 탐침이 멀어지면 원자간 힘은 줄어들고 터널링 전자를 이용해 원자를 조작한다.

조건에 따라 결정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구조 차이로 인

이때는 더 다양한 조작이 가능해서 특정 원자가 탐침과 표면 사이를 오가게 하거나
표면에 부착된 물질을 떼어내는 데 이용하거나, 확산, 진동, 회전과 같은 운동을 유도

결정을 이룰 경우 양자 스핀홀 효과나 바일 반금속 상태와 같은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컴퓨터 기업 IBM에서는 이를 이용해 원자로 만든 영화를 공개

위상수학적인 특이상태를 보일 수도 있음이 MIT 연구진을 통해 입

한 바 있다.

증됐다.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은 미국의 IBM 알마덴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STM을

상태를 말한다. 저항이 0에 가까워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이

연구진은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의 일종인 이텔루륨화몰리브덴

이용한 저장장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연구단과 IBM 연구소

론적으로 예측되던 것을 발견한 수준이다. 정확히는 디락 방정식

(MoTe2)을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2차원 소자로 합성해 겹

는 산화마그네슘(MgO) 기판의 표면에 홀뮴 원자를 배치하고, 여기

의 해가 달라지는 특수 조건의 입자를 바일 페르미온이라고 하고,

침으로써 계면 전위차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텔루륨화몰리브덴

에 STM으로 전압을 가해 ‘원자 단위의 비트 정보 저장’을 실현했

과와 유사하지만 입자의 스핀에 의해 일어나며, 자기장을 강하게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바일 반금속 상태 : 부도체이지만 표면에서는 전자가 흐르는 물질

바일 페르미온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금속이 바일 반금속
이다.

(b)

V

해 밴드갭도 변화한다. 특히 특정 화합물은 뒤틀린 팔면체 구조의
양자 스핀홀 효과 : 2차원 반도체에서 관찰되는 현상. 양자 홀 효

(a)

V＜Ф

터널링 전자

원자간 힘

(c)

(d)

V

V＞Ф

전기장

전기장 전자

STM으로 원자를 조작하는 네 가지 방법. 표면 원자와
탐침의 거리에 따라 원자 간 힘(a), 터널링 전자(b),
전기장 전자(c), 전기장(d)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중 전기장의 전자와 전기장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탐침에 영향을 받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단일 원자
조작에는 부적합하다.

V

DC

V

V

DC

+

은 결정구조의 차이로 인해 고온에서 만들면 금속성을, 저온에서

다. 홀뮴은 희토류 금속 중 하나로, 외부 자성이나 전기장 효과

만들면 반도체성을 띤다. 이렇게 만든 금속성과 반도체성 박막을

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선택됐다.

교차시키면 도체와 반도체가 접합한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도체-

홀뮴 원자는 위, 또는 아래 방향 중 하나의 스핀을 갖는

반도체 계면의 전위차는 크게 낮출 수 있다. 도체의 구성원자와 반

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스핀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도체의 구성원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균질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원자제어 저차

따라서 스핀의 방향을 1과 0의 비트 정보에 대응시키면

원자에 전압 펄스를 가하면 홀뮴 원자의

원 전자계 연구단의 성과는 향후 다른 종류의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로도 확장될

개별 홀뮴 원자에 전압을 가해서 2진수 정보를 기록할 수

스핀이 반대로 바뀐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있다. 한편 스핀의 방향에 따라 탐침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달라지며, 이를 이용하면 원자의 스핀 정보를 읽

양자적 위상구조를 제어하다

어들일 수 있다.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

계면공학이 여러 입자들이 주고받는 힘을 위상수학적으로 분석해 응용하는 분야라

다. 이번 실험은 극저온 환경에서 이루어져 상온에서도

면, 입자의 위상구조를 이용해 단일 입자를 직접 제어하는 분야도 있다. 단일 원자를

스핀 정보를 조작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RF

RF

연구는 미국 IBM 알마덴 연구소의 주사터널링현미경(STM)으로

SP-STM 탐침

진행됐다. 산화마그네슘(MgO) 기판 표면 위에 놓인 홀뮴 원자는
위(up)와 아래(down) 방향 둘 중 하나의 스핀을 갖는다. 두 경우
전류 크기가 서로 달라 STM으로 전류를 측정해 원자의
스핀을 읽을 수 있다. 만약 STM 탐침으로 홀뮴

홀뮴원자

산화마그네슘층

은 기판층

제어한다는 발상은 오래됐다. 다만 원자를 관찰하고 제어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
1980년대 이후, 레이저와 원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진
공에서 단일 원자나 이온들을 트랩하고, 이들의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현재, 이 단일 원자들의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양
자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다. 다만, 이 원자들을 고체의 표면
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연구주제였다. 그러나

철 원자
(센서)

홀뮴 원자
(표적)

1990년대 주사터널링현미경(STM)을 이용하여, 단일 원자의 위치를 나노규모로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이 다형체 원자층
물질 합성으로 제작한 2차원 전자소자 구현 모식도.
아래쪽의 기존 소자 위에 이텔루륨화몰리브덴의 2차원
결정을 켜켜이 쌓아올린다.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고체라는 플랫폼
에서 원자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졌다.

산화마그네슘층

은 기판층

STM은 이름에서 보듯 현미경이다. 원자 하나 수준의
연구진은 홀뮴 원자 옆에 철 원자를 놓아, 홀뮴의
스핀을 읽는 일종의 원격 양자센서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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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홀뮴 원자의 스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하는 데 위상수학적 양자상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선

Research Frontline

P
(a)
이온겔
전극
그래핀

양자적 위상변화로 조작하는 빛

θ1

고분자 기판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U형 금박 광학안테나

물질의 위상구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바로 메타물질

광학안테나가 들어간 메타표면

이다. 메타물질은 ‘음의 굴절률’처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지닌 물질을 말
한다. 메타물질은 주로 파동과 상호작용해서 빛부터 소리, 지진파 등을 원하는 대로

(b)

좌편광
입사광

조절할 수 있으며, 메타원자의 구조와 크기, 주기적 배열에 따라 작용이 달라진다. 다

좌편광
입사광

계면
O

n1

ν1

n2

ν2

만 메타물질이 한번 제작되면 그로부터 얻는 물성을 바꿀 수 없어서 소자로 응용하
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메타물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반도체, 상전이 물질, 액정 등 다양한 물질과 결

우편광
투사광

합하는 것이다. 메타물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 자유로이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에

우편광
투사광

θ2

음의

θ2

메타원자를 적용해서 열이나 빛, 전기 등으로 조정한다.
메타물질이 보이는 물성은 생소하지만 기본 원리는 친숙하다. ‘투명망토’로 잘 알려진
메타물질의 물성인 ‘음의 굴절률’을 예로 들면, 메타물질은 빛의 위상속도를 제어함으

(a) 금속으로 만든 광학안테나를 전압을 가해 회전시켜서 파동의 편광 방향을 바꿀 수 있다(왼쪽).
광학안테나가 촘촘히 배열된 메타표면을 그래핀에 결합해서 렌즈를 만든다(오른쪽).
(b) 메타물질 렌즈에 입사한 빛은 광학안테나의 각도에 따라 굴절된다.

Q

로써 음의 굴절률을 나타나게 한다. 위상속도란 파동 위의 한 점이 동일 위상의 점으
굴절현상의 개요.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입하는

로 이동하는 속도로, 실제 빛의 속도와는 달리 음의 값을 지닐 수 있다. 메타물질은 빛
의 위상속도가 음수값을 지니도록 조절해서 고전적인 굴절 이론인 스넬의 법칙을 따라

파동에 대한 위상수학적인 해석은 이전에는

굴절률 자체가 음의 값을 지니게 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물리세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음의 굴절률을 갖는 물질은 2000년대 들어 스미스와 슐츠가 금속 구조물을 조합해

이 커서 소자로 응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빛과 상호작용하는 경계면의

메타물질은 ‘음의

위상을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간단하게 메

좌편광된 빛과 우편광된 빛이 서로 다른 기하학적인 위상을 지니게 함으로써 초점 조

굴절률’처럼 자연계에

타표면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절까지 가능한 25㎛ 두께의 메타렌즈를 제작했다. 여기에 적용된 원리가 바로 위상수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은 그래핀에 메타원자를 부착해 굴절률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

학적 개념인 ‘베리 위상’이다.

표면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구단은 파동의 공명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베리 위상은 순환적인 경로를 지닌 시스템을 가상의 공간에 표현했을 때, 한 점이 나

지닌 물질을 말한다.

타내는 위치의 차이를 말한다. 주어진 경로에서 물리량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파동과

메타물질은 주로 파동과

같은 순환적 시스템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데 중요하다. 연구팀은 U자 모양의 금박 광

상호작용해서 빛부터

학안테나를 촘촘하게 배열해 메타표면을 만들었다. 광학안테나는 통과하는 빛을 좌

소리, 지진파 등을 원하는

군속도
포락선

와 우, 두 방향으로 편광시키고 두 편광의 위상차를 통해 실제 공간에서 편광현상을
위상속도

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일으킨다.
U자 모양의 메타표면은 좌편광된 빛이 우편광된 빛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기하

메타원자의 구조와 크기,

학적 위상 변화의 두 배만큼 공간적 위상이 변화한다. 즉, 광학안테나를 회전시킨 각

주기적 배열에 따라

ω1 + ω2 + …
(여러 주파수
성분이 중첩)

작용이 달라진다.

도의 두 배만큼 빛을 위상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11개의 안테나를 이용하
단일 주파수 성분에서 위상점·등위상면
(일정 위상상태)이 진행하는 속도

파군
(wave packet)
군속도와 위상속도. 굴절 현상에서는 위상속도를 따지기에 광속이 음수값을 갖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면 360도 전체에 대한 공간위상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핀 메타렌즈는 수많은 메타물질 중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하다. 파동의 위상변화는
고전적인 광학과는 다른,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기술되며 파동함수로 기술될 수 있는
물리현상에 대해 전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파동에 대한 위상수학적인 해석은 이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물리세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v

λ

n

입사각과 굴절각, v1과 v2 는 첫 번째 매질과 두 번째
매질에서 빛의 속도, λ1과 λ2 는 두 매질에서의 빛의
파장, n은 굴절률을 뜻한다. 두 번째 매질의 굴절률이
음수가 되면 굴절각도 음의 값을 나타내서 빛의 경로가
크게 바뀐다.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초창기 음의 굴절률 메타물질은 파동의 에너지 손실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sinθ

파동은 sinθ21 = v12 = λ21 = n12의 식에 따라 굴절된다. θ1, θ2 는

Focus Interview

Leading Researcher

생쥐의 뇌로
사회성 비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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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가 출범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우리 연구단처럼 본원에 속한 연구단은
그동안 본원 건물이 없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본원 건물
이 생겼으니까, 한데 모여서 연구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

“이제 본원 건물이

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겼으니까, 한데 모여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신희섭 단장은 본원 입주에 기대감을 이렇게 내비

신희섭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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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서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시작

연구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해 2014년 말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장소를 빌려 연구해 왔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연구의 특성상 연구 그룹들은 흩어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희섭 단장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그룹은 KIST에서 KAIST로 연구실을 옮겼고, 허원도 교수 연구그룹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AIST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중이며, 김이준 연구위원은 뇌과학 이미징 연
구단(수원 성균관대)에서 연구 중이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단들과 마찬가지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역시 동물실
험실이 매우 중요한 연구 시설이다. 하지만 아직 본원 내 동물실험실은 미
완성 상태. 앞으로 본원 실험동에 동물실험실이 갖춰지면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본원에 자리 잡고 연구력을 집결시킬 계획이다.

‘제1호 국가과학자’, ‘세계적 뇌과학자’,
‘기초과학연구원(IBS) 제1차 연구단장’.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신희섭 단장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신희섭 단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MD)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유전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을
연구하다가 1990년대 초 뇌 연구에
뛰어들었다. 30년 가까이 생쥐와 씨름하며 뇌
연구에 매달려온 신희섭 단장을 KAIST 연구실에서
만났다. 지난 4월 20일 대전에서 본원 개원식을 하면서
대전 본원 시대를 연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도 내년
말 IBS 본원 실험동에 입주할 예정이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 그동안 이룬 성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신희섭 단장에게 들어봤다.

Center for

Cognition and Sociality

Focu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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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본원의 동물실험실로 이전할 계획”

인지, 사회성 그리고 공감 연구

“동물실험실은 감염세균을 차단해서 SPF(Specific Pathogen Free) 시설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사회성과 관련해서 뇌의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다.

만들어야 합니다. 쥐의 감염병이 완전히 차단되고, 온도와 습도가 항상 유

사회성은 고등인지 기능 중 하나인데, 인간 대뇌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활

지되는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겨울 본원에 마련

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회성, 즉 사회적 활동은

된 동물실험실 시범운영 중 공기조화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어요.

복잡한 뇌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수많은 정신질환

공조기 냉동기능의 문제였죠. 동물실험실 이전을 연기했습니다.”

이 나타나고 사람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다. 치매, 정신분열증(조현병), 우

현재 KAIST 동물실험실에는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 보유한 200종류의
생쥐(mouse)가 있다. 이사하는 것처럼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을 IBS 본
원의 동물실험실로 옮기는 작업이 그리 간단치 않다. 특정 유전자에 돌연변
이를 일으키거나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유전적으로

“그동안 뇌 연구에서 인지는
많이 언급했지만, 그중에서
사회성은 연구가 가장 덜 돼

울증, 심한 스트레스, 자폐증, 사이코패스 등이 이에 관련된다.
신희섭 단장은 “그동안 뇌 연구에서 인지는 많이 언급됐지만 그 중 사회성은
가장 연구가 될 된 영역”이라며 “사회성에서 인지기능을 보는 것이 연구단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희섭 단장은 사회성 분야의 뇌 연구를 남보다

잘 구성된 생쥐 수백 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소중한 연구자산’

있습니다. 사회성에서 인지기능을

먼저 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의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

이다. 허원도 교수팀의 광유전학 기술을 도입한 쥐도 있고, 특정한 단백질

보는 것이 연구단의 목적이죠.

해 내려고 애써 왔다. 대표적인 예가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다. 다른 개체의

을 발현시키기 위해 만든 쥐도 있으며,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만나서 상

특히 사회성 분야의 뇌 연구를

감정, 의도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이 공감 능력인데, 인지 및 사회성 연구

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쥐들도 있다. 몇백 종의 생쥐는 인지 및 사회성 연
구단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도 활용하고 있다.
신희섭 단장은 “지난 겨울 공조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작은 사고가 났다.

남보다 먼저 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의 새로운 각도에서

25

11th Issue | 2018 2nd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행동실험에는 SPF 생쥐를 활용한다. 그래서
행동실험도 SPF 시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체를 엄격하게 차단한
시설에서 수행한다.

단은 생쥐에서 공감 능력을 연구할 시스템을 만들어서 연구해 왔다.
그동안 쥐를 이용해 사회성과 공감을 연구한 결과는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특히 지난해 인지 및 사회성

쥐는 공, 사각형 상자 같은 물건보다 다른 쥐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즉 사

연구단은 쥐들의 사회적

겨울뿐 아니라 더운 여름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내려고 애써

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다. 또 두 생쥐 중 한쪽의 생쥐

가 생길 수도 있다”며 “온도가 올라가면 쥐들의 생식 능력이 없어지고 더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감

에게만 전기 충격을 주고, 다른 쪽 생쥐가 이를 관찰하게 하면, 관찰하는

올라가면 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동물실험실의 항온, 항습을 유

능력에 대한 연구입니다.”

생쥐는 전기 충격으로 고통받는 생쥐의 공포에 인간과 비슷한 공감을 보인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새로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상적인 온도는 22℃ 정도). 동물들이 시설을 다 사용

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이런 생쥐 실험을 통해 대뇌에서 공감 능력을

만들었다.

하는 수준에서 테스트해 온도나 습도가 잘 유지되는지, 동물이 번식을 잘

조절하는 유전자와 관련 신경회로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결과는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동물실험실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19일 자 <뉴런>에 발표됐다.

동물실험실 시설뿐 아니라 거기 들어갈 생쥐도 SPF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

특히 지난해에는 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 패러다임을 제

다. 신희섭 단장은 “외부에서 온 쥐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SPF를 확보한

시해 주목을 받았다. 즉 생쥐가 눈앞에 놓인 당장의 이익(보상)을 참고,

뒤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

질서 있게 규칙을 지켜 더 큰 장기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

로 암컷이 임신했을 때 배아 상태의 새끼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내거

을 관찰하는 데 성공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지난

나, 암컷 자궁에서 착상되기 전에 수정란을 꺼내 ‘SPF 암컷’의 자궁

해 11월 8일 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신희섭 단장

에 착상시키거나, 체외수정(IVF)을 통해 얻은 수정란을 SPF 암컷의

은 “이는 설치류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궁에 착상시켜 기르는 방법이다. 신희섭 단장은 “수백 종의 쥐 하

충동적인 경쟁보다 사회적 규칙을 만들어 지키

나하나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연구시설을 옮기는 이사에만

는 행동을 처음 확인한 것”이라며 “동물의 인

1년을 잡은 것”이라며 “동물실험실을 2019년 말까지 완벽하게 옮길

지 및 사회성 행동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를

Focus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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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성의 뇌회로’ 키스톤 심포지엄 유치

비교적 뇌 연구의 역사가 짧은 국내에서, 신희섭 단장은 아주 초창기에 뇌
연구를 시작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신희섭 단장은 KIST에 소속되어 뇌 연
구를 수행하며 국내에선 처음으로 유전학점 관점을 도입했다. 국제적으로
도 앞서가는 연구 방법이었다. 현재 국내 뇌 연구는 KIST 뇌연구소, 한국뇌
연구원, IB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KIST 뇌연구소는 뇌과학(신경과학),
의약학, 마이크로시스템즈(뇌공학) 3개 분야가 한데 모여 대규모의 기술 이
전(뇌질환 치료약물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을 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고, IBS
는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등
에서 각각의 연구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신희섭 단장이 이끄는 인지 및 사
회성 연구단은 2012년 최초로 출범한 IBS 연구단 9개 가운데 하나다.
신희섭 단장은 “KIST 뇌연구소는 건립될 때 여러 분야의 융합을 강조했는
데, 잘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IBS에서도 뇌 연구프로그램이 계
속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은 항상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재 KIST 뇌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당사슬(glycan) 분석 분야의 세계적 리더인 충남대
안현주 교수 연구진과 야심찬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당사슬은 단

“IBS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IBS는 여러 사람이

백질에 붙어 생체 기능을 하며 어떤 사슬이 붙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

올해 노벨과학상의 수상결과는 예년처럼 기초과학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융합도

과 활성이 달라지는데, 분석된 것만 수백 종이 되고 사슬 하나하나 붙었다

나라 기초과학에서 IBS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묻자 신희섭 단장

가 떨어질 때 관여하는 유전자도 수백 개나 된다. 신희섭 단장은 “당사슬과

은 일본의 연구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일

관련된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

본의 혼조 교수는 “일본이 지금까지 노벨과학상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근본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며 “그래서 당생화학을 뇌과학, 유전학과 결합하

연구비 시스템이 달라져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일본은 비록 인기가

연구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는 연구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 시작

없어도, 언뜻 보면 시시해 보여도 하나의 연구주제를 평생 연구할 수 있도

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하는 것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IBS의 목적에도 맞는다는 게 신

록 지원한 덕분에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뜻이다.

지원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희섭 단장의 생각이다.

신희섭 단장은 IBS의 ‘본래 정신(original spirit)’도 강조했다. IBS는 여러 사람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생물학 분야에서 유명한 세계적 콘퍼런스 시리즈

이 아이디어를 모아 융합 연구를 실천하고, 유행하는 연구가 아닌 근본 패

인 ‘키스톤 심포지엄(Keystone Symposia)’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러다임을 바꿀 만한 연구에 집중한다. 또한,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할 수 있

연구단과 젊은 연구자들에

도록 대규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신희섭 단장은 올

대한 기대도 잊지 않았다.

신희섭 단장이 키스톤 심포지엄 본부에 ‘사회성의 뇌회로’란 주제의 심포지
엄을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이 심포지엄은 2020년 대전 IBS

뇌에 광전극을 삽입한 생쥐의 실험 장면. 생쥐가 실험공간에서 움직인
경로(위)는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아래).

해 이창준 박사를 공동연구단장으로 영입해 다행이라며, 인지 및 사회성 연

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희섭 단장은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뇌회로를 연

구단과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기대도 잊지 않았다.

구해온 우리 연구단이 인정받은 계기”라며 “이 학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연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젊은 연구자들이 빨리 성장해서 국제적으로 선

구단이 국제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실상부하게 인지 및 사회성

도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동

연구단이 사회성 관련 뇌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

안 연구를 만족스럽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과학이 어떻게 국가에

나는 대목이다.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신희섭 단장은 인지 및 사회성

Research Highlight

28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하루를 인지하는
일주기 시계로
식물 잎의 노화 조절

A

B

C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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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많은 자손에게 영양분을 전달할 수 있다. 연구에는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
(Arabidopsis)를 이용했다.

10 μm

식물의 일주기 시계를 담당하는 여러 유전자 중 오래사라1 유전자의 발현
1 mm

잎의 노화를 관장하는 오래사라1,

화분

꽃

노화

일주기 시계

EIN2

PRR9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침에 활성화되는 ‘PRR9 (Psuedo-Response
Regulators 9)’ 유전자다. PRR9은 오래사라1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하거나

miR164

일주기 시계에 따라 움직여
성숙한 장각과
5 mm
2009, Science

오래사라1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마이크로 RNA, 즉 miR164를 억제하는
진동하는 일주기 시계

선형적인 생물학적 시계

ORE1

간접적인 방식으로 잎의 노화를 촉진한다.

2018, PNAS

특히 PRR9 유전자가 오래사라1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하는 경우, PRR9
이 관장하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오래사라1 유전자의 발현 정도도 하루 단
위 내에서 진동(oscillation) 형태의 주기를 띠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잎 노화

PRR9유전자는 아침 해가 뜬 뒤로 1시간 후에 활성화되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오래사라1 유전자는 3시간 정도 후에 활성화되는 것이다. 즉 노화 유

씨앗을 품은 장각과

전자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현이 가장 많아지는 특정 시간
5 cm

에 역할을 한다.
45 일

59 일

식물의 생체리듬 유전자 중 PRR9이 잎의 노화를 조절하는

39 일

이번 연구는 식물 잎의 노화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 오래사라1의 발현이

오래사라(ORE)1 유전자를 조절하는 생체 매커니즘이다. 연구팀은

선형적으로 조절되는 생체 회로 외에도 일주기 시계에 따라 진동 형태로 조

PRR9이 오래사라1 유전자에 바로 작용하기도하고 miRNA 164를 억제해
씨앗이 여문
장각과

간접적으로 ORE1이 더 발현되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32 일
11 일

18 일

절되는 생체시계 회로에도 있음을 새롭게 밝혔다. 이러한 생체시계 회로를

25 일

통해 식물이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잎의 노화를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논문의 의미이다. 식물에서 일주기 시계와 생애

애기장대의 생활사. 왼쪽 아래의 씨앗부터 11일째의 발아기, 39일째의 생육기, 45일째의 생식기를 거쳐 59일째
성체로 자라나는 모습이다(A). 상단과 오른쪽에는 꽃(B), 화분(C), 씨앗꼬투리(장각과, 長角果)의 닫힌 상태(D

주기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IBS 연구도

왼쪽)와 다 여물어서 열린 상태(D 오른쪽)을 볼 수 있다. © Ute Krämer / eLIFE, DOI: 10.7554/eLife.06100.001

더욱 기대된다.

A

B
30

Col-0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물들은 하루의 주

영양성장

생식성장

ore 1-2

주기 시계는 외부 환경을 인지해 생물이 주

cca1-11

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
게 돕는다. 식물에도 일주기 시계가 있다. 환

lhy-20

경을 선택할 수 없는 식물은 동물보다 더 복
prr7-3

잡한 일주기 시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식물의

prr9-1

32

**

**

**

**
**

**

**

15

**

**

10

**

**

**
*

**

**

0
Col

toc1-101

중요한 시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ore1-2

cca1-11

lhy-20

prr7-3

prr9-1

toc1-101

gi-2

elf3-7 elf4-209 lux-2

연구진은 애기장대 일주기 시계가 잎의 노화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 일주기 시계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서

5 cm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찰하였다. (A) 각 일주기 시계 돌연변이에서 나이에 따른 잎의 색 변화를 관찰한 것으로,

gi-2

식물의 일주기 시계가 식물 노화 핵심 유전

대다수의 일주기 시계 돌연변이들이 야생형(Col-0)과 다른 색 변화를 보인다. (B) 각 일주기 시계 돌연변이에서
엽록소(Chlorophyll)를 추출하여 (A)에서 보인 시간에 따른 색 변화 현상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인 ‘오래사라1(ORESARA1; ORE1)’의 발현을

© Kim, Hyunmin / PNAS

elf3-7

12

18

24

30

36

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잎의 노화는 잎의

42

48

54

60

발표논문

elf4-209

날짜(일)

영양분을 다음 세대인 씨앗으로 전달하는 과
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만 손실 없이

28

*
20

5

을지, 언제 꽃을 피울지와 같이 생애에 걸친

직·간접적으로 조절해 잎의 노화에 영향을 미

24

**

일주기 시계는 하루 동안 언제 잎을 열고 닫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단장 남홍길) 연구진은

20

25

노화

총 엽록소 양 (mg/g FW)

기를 인지하는 일주기 시계를 갖고 있다. 일

잎의 생장 기간(일)

Kim, Hyunmin et al., “Circadian control of ORE1 by PRR9 positively
regulates leaf senescence in Arabidopsi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lux-2

Academy of Sciences, 2018, DOI : 10.1073/pnas.1722407115

애기장대의 성장과정. © Journal of Cel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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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동태평양  엘니뇨 모드

합으로 나타나는 2년에서 8년 주기의 매우 강력한 자연적 기후 변동 현상이다. 적도 중태평양과 동

시공간적 다양성
―
엘니뇨-남방진동 복잡성에
숨겨진 단순한 수학적 구조 규명

태평양을 기점으로 수 개월에서 1년까지 해수가 비정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을 엘니뇨라 부르며, 반
대로 차가워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른다. 수 세기 동안 페루 어부들에게만 익숙하던 이 현상은
1893년 처음 과학 저널에 이름을 알린 후 1950년대부터 전 세계 기상이변과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
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길버트 워커, 제이콥 비아크니스, 클라우스 위트기, 페이페이과 같은 과

큼) 무역풍이 약할 때 주로 발생하며, 해양 하층으로부
터 에너지가 상층으로 전달되어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일반적인 중태평양  엘니뇨 모드

중태평양 형태의 2009 엘니뇨

메커니즘(수온약층 피드백: TF)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중
태평양 엘니뇨(왼쪽 아래)는 해양 상층 열저장이 상대적
으로 적고 무역풍이 강할 때 주로 발생하며, 해양 상층
의 따뜻한 물이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며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메커니즘(동서방향 이류 피드백: ZAF)이 주요하

학자들이 엘니뇨 메커니즘 이론의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1982/83 및 1997/98 슈퍼 엘니뇨 발생 이
후 엘니뇨 모델링과 예측 연구에 있어서 많은 진보가 있었다.

온도가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고 라니냐로 전환되는 확률이 낮다. 이를 중태평양 엘니뇨
라고 한다.

서 해수면이 증가하면 대기로 전달되는 열에너지 (Heat

수온약층 깊이 편차 (m)

환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동태평양 엘니뇨라고 부른다. 반면 일부는 중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수면

위와 아래)이다. 엘니뇨 발생으로 적도 중-동 태평양에
수온약층 깊이 편차 (m)

상대적으로 더 세고, 봄철이나 여름철에 발생해 겨울철에 극값을 나타내다가 다음 해 라니냐로 전

게 작용한다. 1997/98년과 2009년 엘니뇨는 각각 동태
평양 형태와 중태평양 형태 엘니뇨의 전형적 예(오른쪽

엘니뇨는 다소 불규칙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번 다른 공간적 분포를 보이며 발생 과정과 강도에
서 비선형적 특성을 나타낸다. 일부 엘니뇨는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증가하며, 강도가

동태평양 엘니뇨(왼쪽 위)는 해양 상층에 열이 상대적
으로 많이 저장되고(수온약층* 깊이 상승이 상대적으로

수온약층 깊이 편차 (m)

엘니뇨의 듀엣이 빚어낸

동태평양 형태의 1997/98 엘니뇨

수온약층 깊이 편차 (m)

동태평양과 중태평양

엘니뇨-남방진동 (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 ENSO)은 열대 태평양 해양-대기 시스템의 결

Flux: HF)도 많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이상기상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 Nature/IBS 기후물리연구단

*수온약층: 해수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으로, 잔잔하고
흐름이 별로 없는 심해와 물의 혼합이 활발한 표층을 나누는 역
할을 한다.

기후물리 연구단(단장 악셀 티머만)은 국제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엘니뇨의 공간과
시간적 다양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합 이론체계를 개발했다.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 Nature/IBS 기후물리연구단

보이 그 내부는 엘니뇨 다양성의 이면에 숨은 간결한 수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발표한 것이다. 특히
열대 태평양 해양-대기 결합 시스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후 진동모드인 동태평양과 중

수일

수 개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엘니뇨는 다양한 외부 자극들에
의해서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게

태평양 엘니뇨의 상호작용(혹은 다양한 조합)이 다양한 형태의 엘니뇨를 발현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된다. 다양한 시간 주기를 지닌 외

이와 더불어 다양한 외부 인자들(서태평양 태풍 등 불규칙적이고 비선형적인 기상 현상, 해양 수십

부 자극에는 서태평양 열대저기
압 등 돌발적 기상현상, 태양복사

년 주기 변화, 인도양과 대서양 등 다른 해양분지와의 상호작용, 지구 온난화 등)도 엘니뇨의 복잡성
겨울

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엘니뇨 다양성 이해의 지평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엘니

연변동에 따른 계절주기, 태평양

동태평양
엘니뇨

수십년 주기 변동, 대서양과 인도

뇨 예측 및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예측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등 다른 해양 분지와의 상호작
용, 지구온난화 등이 있다.
여름

2015/16 엘니뇨

돌발적 서풍

1997/98 엘니뇨

동태평양 엘니뇨 모드

중태평양 엘니뇨 모드

2010/11 라니냐

2004/05 엘니뇨

2009/10 엘니뇨

2006/07 엘니뇨

해수면 온도 편차(℃)

1999/00 라니냐

2014/15 엘니뇨

중태평양
엘니뇨

3
2.7
2.4
2.1
1.8
1.5
1.2
0.9
0.6
0.3
0
-0.3
-0.6
-0.9
-1.2
-1.5
-1.8
-2.1
-2.4
-2.7
-3

태평양 10년 진동
연변동

지구온난화

엘니뇨-남방진동 (ENSO)

대류권에서의 대기 순환

표층과 수온약층에서의 해수 순환
엘니뇨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며 매번 발생할 때마다 발생 원인, 과정, 강도, 공간적 분포에서 다른 형태를 나타
낸다. 그림은 3~7년 주기 동태평양 엘니뇨와 2~3년 주기 중태평양 엘니뇨의 조합에 따라서 해수면 온도(색으로 칠한 면)와 강수(선으

엘니뇨가 일어나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온이 상승한다. 기온 상승

로 둘러싸인 곡선)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에 표시된 원의 화살표 방향은 두 엘니뇨 모드가

은 강력한 상승기류와 하강류를 발생시켜 대기와 해류의 흐름이 평년

발표논문

조합되는 공간적 분포를, 길이는 조합의 강도를 나타낸다. 1997/98년과 2015/16년에는 모두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지만 중태평양 엘니

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 지구를 순환하는 ‘열의 컨베이어

A Timmermann et al.,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complexity",

뇨와 동태평양 엘니뇨의 조합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Nature / IBS 기후물리연구단

벨트’에 교란이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Nature, 2018, DOI: 10.1038/s41586-018-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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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수와 글리세롤-물 혼합액에서 고분자 손상 비교

D2O

연구진은 중수에서와 물에서의 고분자 손상을 비교했다. (A) 중수(위)와
글리세롤-물 혼합액(아래)에서의 분자 손상 경과. (B)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8.1 s

G/H2O

8.1 s

38.1 s

54.0 s

21.6 s

173.4 s

48.6 s

290.4 s

128.1 s

152.1 s

평균 밝기 변화. 투과전자현미경(TEM)은 전자를 시료에 투과시켜 통과하는
빛을 보므로, 물체가 있는 곳은 어둡고(0) 빈 부분은 밝게(1) 나타난다. 빛의
세기값이 높아질수록 관찰대상, 즉 고분자가 손상됨을 뜻한다. 글리세롤-물
혼합액(초록색)에서는 50초 이후부터 이미지가 일관되게 밝아지고,
중수(빨간색)에서는 100초가량부터 이미지가 밝아진다. 속이 빈 도형은 폴리머가
없는 빈 액체시료에서 측정한 값이다.

무거운 물(重水),
분자 보호에 효과적

B

빈 액체시료 주머니

“우리는 전자현미경에서 고분자 시료가
1.0

손상되는 문제를 근본적인 단계에서

중성자 들어간 물 이용…

진전시켰다. 이를 큰 생체물질을 보는 데

시료 손상 늦추며,

PSS

더 많은 생체 분자 움직임 확보

응용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노벨상을

0.8

수상한 저온전자현미경에도 중수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관찰시간이 더 확보될
0

50

100

150

200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 형성 시간 (s)

화학구조가 반복되는 긴 분자를 중합체라고 한다. 중합체는 플라스틱

상부 그래핀 덮개

A

D

50

100

150

200

250

0.5

도 하다.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정확한 장소에서

액체시료

D2O

0.0

바닥 그래핀 판

b

0.5

B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생체 분자

그래핀

액체 시료

0.0

c

R

0.5
0.0

의 기본이 되는 중합체의 미시적인 분자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다.

d

0.5

첨단연성물질 연구단(단장 스티브 그래닉) 연구진은 중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돼, 보통 물보다 무거운 중수(D2O)를 이용한 투과전자현미
경으로 긴 시간 동안 생체 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

0.0

C

그래핀

공기방울

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중수를 넣은 ‘그래핀 주머니’로 유기 고

e

0.5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이다. 그래핀 사이에 액체를 가두어 액체가

용액 주머니가 일정 시간 전자빔에 노출되었을 때, 최대 150초가량

증발되는 것을 막으면서 높은 해상도로 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 관찰

후 공기방울이 주머니에 가득 찼다. 중수가 든 그래핀 주머니에서는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액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액 내에서 생체물

이 시간이 200초 이상까지 늘어났다.

질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래핀 주머니는 체내

이번 연구는 액체-투과전자현미경(liquid-TEM) 분야에서 중수를 이용

와 비슷한 환경에서 분자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연구

한 첫 사례다. 중수는 상업적으로 구매도 용이하고 별다른 처리 과정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필요 없어 많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분자 움직임을

하지만 그래핀 주머니 안에 있는 물 역시 빠른 속도의 전자와 만나

긴 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훨

분해되면서, 그래핀 주머니 안에 공기방울이 생긴다. 시료 고분자에

씬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단백질 반

도 손상이 일어난다. 기존에는 물에 염화나트륨 등 다른 물질을 섞어

응을 관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전자빔의 영향을 줄여왔지만, 관찰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공동 제1저자인 마나사 칸둘라 연구위원은 “우리는 전자현미경에서

필요했다. 연구진은 일반 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서도 중성자 수가

고분자 시료가 손상되는 문제를 근본적인 단계에서 진전시켰다”며

달라 전자와 상호작용 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중수에 주목했다.

“이를 큰 생체물질을 보는 데 응용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노벨상을

0.0

f

H2O

0.5
0.0
0

50

100

분자의 시료 손상을 늦춰 전자현미경 관찰 시간을 유의미하게 확보하
는 데 성공했다.

300

a

공기방울이 생성되지 않은 시간

처럼 우리 생활의 어디에나 있지만 생체 대부분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정확한 양으로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교한 조절은

0

150
200
이미징 시간 (s)

250

300

시간에 따른 공기방울 형성
(A) 그래핀 두 장 사이에 액체를 끼워 만든 그래핀 주머니. (B) 액체로 가득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시료에 쏘아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의 정보로

차 있는 그래핀 주머니. 액체가 있는 부분은 빛이 산란되어 어둡게 보인다.

연구진은 고분자가 손상되지 않고 투과전자현미경에 관찰되는 시간

수상한 저온전자현미경에서도 중수를 이용하면 기존보다 관찰시간이

이미지를 읽는다. 전자는 빛보다 파장이 훨씬 짧기 때문에 광학 현미

(C) 전자빔으로 인한 방사분해로 일정시간 뒤 공기방울이 주머니 대부분을

을 측정했다. 그 결과 중수 안의 고분자가 2배가량 더 오래 관찰되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우게 된다. 액체가 들어있던 부분이 주변 그래핀과 비슷하게 밝아진다. (D)

경보다 고배율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전자를 쏠 때, 공

주머니를 채운 용액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공기방울 형성 시간. 액체가 분해되어

시료 손상이 훨씬 늦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중수 안 고분자

기 입자와 부딪히면 전자가 공기 중에 산란되기 때문에, 강한 진공 상

공기방울이 생기면 이미지의 대비가 떨어진다(그래핀만 있는 부분의 밝기와

는 그래핀 바닥과의 흡착-탈착 과정 및 서로 위치를 바꾸는 점프 현

태에서 이뤄진다. 높은 진공상태와 에너지 때문에 액체가 증발해 액
체 내 시료 관찰이 어렵다.
그래핀 주머니 방식은 그래핀 두 장 사이에 액체와 분자를 넣어 전자

액체가 들어있던 부분 밝기의 차이). 대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액체가 공기방울로

발표논문

분해되는 시점이다(a-중수, b-라디칼 방지제가 포함된 50%글리세롤 물,

상을 나타내며 실제 물속에 있는 분자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c-소금물, d-몰식자산염 n프로필, e-3%글리세롤, f-물).

이와 더불어 연구진은 중수가 든 그래핀 주머니가 다른 용액을 넣은

of Single Molecules in Aqueous Medium.”, ACS Nano, 2018, DOI:

주머니에 비해 얼마나 오래 액체 환경을 유지하는지 측정했다. 다른

10.1021/acsnano.8b04190

Wang, Huan, et al., “Longer-Lasting Electron-Bas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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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4A와 B는 아데닌 꼬리 끝에

전령 RNA의 새로운 꼬리,

인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동물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동물의 꼬리는 무게중심을 잡아주거나 감

유전자 조절의 실마리

정 표현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세포 안에 있는 분자들도 꼬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TENT4A/B

이 경우 CAF1의 분해작용이 지연되어
mRNA가 더 오래 생존한다.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전달하는 매개체인 전령RNA도 꼬리를 가지고 있다. 전령RNA는 DNA

―

3` 말단

아데닌과 구아닌을 끼워 넣는다.

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데 필수적인 분자로, 전령RNA의 조절을 연구하는 것은 생

RNA 연구단, RNA 보호하는

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혼합 꼬리’ 발견

전령RNA의 꼬리는 ‘긴 아데닌 꼬리’라고 불린다. 유전 정보가 안전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전령RNA
를 보호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긴 아데닌 꼬리는 네 종류
의 염기 중 하나인 아데닌 염기만의 반복으로만 이루어진 긴 꼬리라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는 긴 아데닌 꼬리의 길이만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RNA 연구단(단장 김빛내리)은 긴 아데닌 꼬리
가 실제로는 아데닌이 아닌 다른 염기(주로 구아닌)로도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게 혼합된 꼬리는 전
령RNA를 보호하는 기능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긴 아데닌 꼬리의 길이뿐만 아
니라 그 구성도 전령RNA의 기능에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령RNA가 순수하게 아데닌으로 이루어진 꼬리만 가지고 있다는 기존 학설을 반증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령RNA 보호 메커니즘을 새로 밝힘으로써 복잡한 전령RNA의 생활사를 한
층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혼합 꼬리가 생명 현상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혹은 이 과정이

mRNA의 아데닌 꼬리는 250개 정도

잘못 조절되었을 때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

의 염기로 이루어진다. 아데닌 꼬리는

한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령RNA의 안정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F1

mRNA가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안정
화함으로써 단백질을 온전하게 합성할

CCR4

수 있게 해준다.
폴리펩티드

아데닌 꼬리

아데닌 꼬리가 부착된
mRNA는 핵공을 통해
폴리펩티드

세포질로 운반된다.

CAF1과 CCR4의 역할

혼합 꼬리 생성

리보솜-mRNA 복합체

리보솜-mRNA 복합체

CAF1

AAA

A AA A AGA A

PABP

TENT4A
TENT4B

PABP가 없는 부위를
CAF1이 분해한다

폴리펩티드

혼합 꼬리에 의한
아데닌 꼬리 제거 방해
새포질의 mRNA는 리보솜 복합
체를 형성해 폴리펩티드를 합성한
성숙한 mRNA

3` 말단

AAA

A AA A AG
CCR4

다. 이 과정에서 아데닌 꼬리는 발
아데닌 꼬리

5' 말단 모자
염색사

mRNA

PABP가 결합한 곳에서는
CCR4가 PABP를 아데닌
꼬리로부터 유리시킨다

Pre-mRNA가
성숙 과정을 거친다

Pre-mRNA

현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탈아데닐 효소 복합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단백질, CAF1과 CCR4. 아

리보솜-mRNA 복합체

데닌 꼬리에 PABP가 결합해 있는 동안은 탈아데닐화 효소가 작용할 수

AAA

A AA A AG 전령 RNA 생존

TENT4에 의한 아데닌 꼬리 제거 방해 모식도.

없다. 그러나 CCR4는 아데닌 꼬리에 결합한 PABP를 아데닌 꼬리로부
터 분리시킨다. 여기에 CAF1이 작용하면 아데닌이 분해돼 꼬리가 점점
짧아진다. 아데닌 꼬리가 짧아질수록 mRNA는 수명이 줄어든다.

발표논문
DNA

Lim, Jaechul et al., “Mixed tailing by TENT4A and TENT4B
shields mRNA from rapid deadenylation.”, Science, 2018,
DOI: 10.1126/science.aam5794

염색체

RNA 전사효소가 DNA 정보
에 따라 mRNA를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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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평균값

자폐가 발생하는
최소한의 경향성

뇌에서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현상이 ‘여성 방어 효과’를 일으
키는 요소라고 예측하고 세밀한 분석을 하자 암컷 돌연변이에서만 발

집단 내 비율

현이 증가되는 전사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전사체들은 세포
외부에서 뉴런을 구조적·기능적 지지 역할을 하는 세포외기질(ECM,
ExtraCellular Matrix)과 세포 외부에서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미세
자폐증이 발발한
개체

소낭(micro-vesicles)과 관련된 것이었다. 더 나아가 수컷 돌연변이의
전사체 변화는 자폐증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전사체 변화와 매우

자폐증의 유전적 경향성 증가

유사했던 반면, 암컷 돌연변이의 전사체 변화는 환자들과 전혀 다른
여성 방어 효과 가설 그래프

패턴을 보여주었다.

2013년 제안된 여성 방어 효과 가설은 자폐증과 관련하여 성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연구진은 같은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진 암컷과 수컷 생쥐에서 수컷만

원인을 설명한다. 여성의 경우, 자폐증이 발병하려면 심각한 변이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변이의 축적과 정도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커야만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남성과 여성 발병 시점에서 여성에서는 방어 효과가 작용해
자폐증 발병률에 대한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학적, 전기생리학적 특성이 보이는 이유를 밝혀
냈다. CHD8 이 변이된 수컷 생쥐는 환자들과 비슷한 전사체의 변화를
겪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흥분성 뉴런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자폐증과
유사한 행동을 초래한 것이다.

여성의 자폐 발병률이
낮은 원인 찾았다

변이’를 생쥐에게 도입해 실험군을 만들었다. 그 결과 변이를 가진 수

반면 암컷 생쥐는 CHD8 변이에 대응하여 특이적인 전사체의 발현을

컷 돌연변이 생쥐는 자폐증 환자와 유사한 행동 변화를 보인 반면, 암

증가시켰고 이것이 ‘여성 방어 효과’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컷 돌연변이 생쥐는 자폐증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뉴런의

사체들의 역할을 통해 억제성 뉴런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흥분성 뉴런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돌연변이 수컷 생쥐에서는 흥분성 뉴런의 활성

을 안정화시켰고, 따라서 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도가 증가한 반면, 돌연변이 암컷 생쥐는 억제성 뉴런의 활성도가 증

번 연구는 동물 모델에서 처음으로 ‘여성 방어 효과’를 파악하는 데

가했다. 행동도 변했다. 어미와 분리된 상황에 놓이자 암컷에 비해 수

성공한 것으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자폐증의 원인 규명 및 치료

컷 돌연변이 새끼 생쥐의 초음파 영역 울음 빈도가 높아졌고 청소년기

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쥐에서도 수컷 돌연변이에서 어미를 찾는 행동이 더 증가했음을 관
발표논문

유전체적 방어 기작 동물실험으로 규명,

찰했다.

자폐증의 원인 규명 및 치료 기대

이어서 연구진은 RNA 전사체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대조군과 다

and gene expression in Chd8-mutant mice.”, Nature Neuroscience,

르게 발현되는 RNA 전사체가 수컷 돌연변이보다 암컷 돌연변이의

2018, DOI: 10.1038/s41593-018-0208-z

동과 사회성 결핍을 보이는 발달 장애다. 지역, 인종 그리고 의료 수

목했지만 연구 성과는 미미했다. 결국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는

준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자폐증으로 진단받는다. 일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진단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반적으로 유전병이라고 여겨지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관련 있어, 아직

즉, 자폐의 진단 테스트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잘 반응하는 것들이

발병원인을 단정지을 수 없다. 스펙트럼 장애로서 환자마다 굉장히

라는 뜻이다.

5

-10

하지만 최근 차세대 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DEG가 하향
조절된 수컷
세포간질의 구조물질

10

0

다양하고 복잡한 증상을 보이며,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 있다고 여겨

DEG가 상향
조절된 수컷

P23 HPC Male (HT/WT)
15

CHD8 이 결합한
DEG의 비율

고된 1943년 이후 계속됐다. 과학자들은 성 염색체와 성 호르몬을 주

-log10 (P value)

자폐증은 정서적 유대감이 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반복적인 행

Jung, Hwajin et al., “Sexually dimorphic behavior, neuronal activity,

-5 0
5 10
log2(fold change)

헤파린 결합
57/62
91.94%

50/68
73.53%

혈액 중 미소입자
р = 3.02e-08***

남성 환자들에 비해 더 심각한 변이를 많이 갖고 있으며 발병 시에는

р = 0.0124*

연구는 요원하다. 따라서 세계 연구진들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

증상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여

한 공통 기작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성 방어 효과(female protective effect)’ 가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여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단장 김은준) 연구진은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가

성 방어 효과란 여성 자폐증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변이가

도입된 생쥐 실험을 통해 여성의 자폐증 발병률이 더 낮은 원인을 밝

축적되어야만 발병하므로 발병 시점에 여성 방어 효과가 일어나 상대

혔다. 연구진은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를 주목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

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적다는 것이다.

를 밝혀내면 자폐증의 공통된 발병 원인 규명 및 모든 환자에 적용

IBS 연구진은 여성 방어 효과 가설에 주목해 실험을 설계했다. 먼저,

가능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자폐증이 처음 보

연구진은 자폐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CHD8 유전자 돌연

DEG가 하향
조절된 암컷

세포막
세포외 엑소좀
세포외 기질
수용체로 매개된 세포 내이입

10

CHD8 이 결합한
DEG의 비율

이 제시되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공통 기작과 관련된

DEG가 상향
조절된 암컷

15
-log10 (P value)

을 통해 점점 많은 환자들의 유전체 정보가 쌓이면서, 자폐증 여성은

콜라겐 결합
클라스린으로 덮인 세포내 미세소낭 막

P25 HPC Female (HT/WT)

진다. 따라서 자폐증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가설과 치료법 등

타이로신 인산화효소의 활성

5

0
-10

-5 0
5 10
log2(fold change)

FDR ＜ 0.05
FDR ＜ & |logFC| ＞ 2

73/176
41.48%

60/67
89.55%

단일유기체 세포 간 접합
콜라겐 섬유 형성
세포외 기질 형성
1

р = 1.0000

р = 7.35e-08***

4

7

10

Adjusted p-value (AU, -log10)
분자 수준의 기능
세포 구조물

13

16

생리현상

RNA 시퀀싱 결과를 나타낸 왼쪽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의 0값을 기준으로 많은 편차가 나타난다는 사실로 미루어 수컷과 암컷 돌연변이 생쥐 뇌에서 많은 유전자의 발현이 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암컷 돌연변이의 증가된 유전자들은 CHD8 의 표적 유전자가 아닌 것(회색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가운데). DEG를 상향조절한 암컷의 사례를
나타내는 왼쪽 아래의 원그래프를 보면, CHD8 유전자 변이로 증가한 유전자 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약 60%로 분석되었다. 알려지지 않았던 유전자를 살펴보니(오른쪽)
세포 외부에서 뉴런을 지지하고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들과 관련된 유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돌연변이에 대응하는 여성 특이적인 유전체적 기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Jung, Hwajin et al / Nature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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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바이오일렉트로닉스의 구조
금-은나노복합체는 피부의 전기신호를

840% 늘어나고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신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의 핵심은 신소재를 활용한 전도성 고무의

전기도 잘 통하는 팔방미인

개발에 있다. 몸속에 삽입하기 때문에 인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오랜 기간 사용해
도 독성이 없어야 한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전도성 고무는 낮은 전도도(10~100S/cm), 낮은 신장

전도성 고무 개발

력(30~50%)으로 그 응용이 제한됐다. 은나노와이어를 활용한 전도성 고무는 높은 전도도와 안정

―

자극 전극(+)

읽을 수 있는 전극과 전기자극을 전달

자극 전극(-)

하는 전극, 열을 전달하는 히터를 포함
하고 있어 신체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간
단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자피부로
활용 가능하다.

적인 전기적 특성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쉽게 산화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도도가 급격하게 떨어졌

미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다. 또한 은나노와이어에서 녹아나온 은 이온이 인체의 세포를 죽이고 독성을 유발한다는 한계도 있

신체삽입형 의료 디바이스

기록 전극

기록 전극

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노입자연구단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학교 화학

응용성 커

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공동연구진이 높은 신축성과 전도성을 띠면
히터

서도 인체에 독성이 없는 전도성 고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전도체로 쓰이는 은나노와이
어 표면에 금을 균일하게 입혀 생체에 독성을 유발하는 은 이온의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산화되기
쉬운 은의 표면을 보호해 생체친화적 특성과 내구성을 구현했다. 연구진은 엘라스토머 성분과 나노
와이어 성분의 상분리를 유도하여 각각의 성분이 매우 미세한 연결 구조를 형성, 부드러운 기계적 성
능을 가지면서도 늘어나도 전도성이 잘 유지되는 복합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개발한 금-은나노복합
체는 기존의 전도성 고무 대비 수천 배 이상 높은 전도도(최고 72,600S/cm)을 가지면서도 매우 높은
신장력(최고 840%)를 기록했고 웨어러블 생체전기 기기와 다채널 심장메시 디바이스로의 구현에 성
공했다.

생체친화성을 높인 전도성 복합체는 생체에
심는 방식의 디바이스의 활용에도 문제가 없
다. SBS 엘라스토머의 높은 가공성 특징으
로 넓은 면적의 다채널 공정이 가능하기 때
문에 본 연구진은 돼지 심장에도 감을 수 있

층 구성

는 그물 형태의 메시를 개발했다. 넓은 면적
의 심장 메시는 심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
지 않으면서 심장 신호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여러 방향에서 전기 자극을 주어 부
정맥 등의 심장이상이 있을 때 효과적인 전
기 자극 치료 (pacing)를 수행할 수 있다.

SBS 엘라스토머

금으로 코팅된 은나노선
금 피복

금 코팅

[ CH2 -CH ]n [ CH2 CH2 ]n [ CH2 -CH ]n

은 나노선

C-C
H

SBS 메시 단열층
금-은나노와이어
복합체 전극층

높은 전도성을 지니는 은나노와이어

헥실아민

NH2

H

에 금을 입혀 금-은나노와이어를 합
성했다. 동시에 SBS(StyreneButadiene-Styrene: 스티렌-부

금 코팅이 은의
용해를 막음

타디엔-스티렌) 엘라스토머, 헥
금-은 나노 복합체
상온 건조 공정으로 상분리 유도

용액

실아민(hexylamine), 톨루엔과
섞어 금-은나노복합체 용액
을 준비했다. 용액을 몰드에

몰드

넣어 상온에서 건조시키는
공정을 통해 상분리를 유도
했고, 그물망 구조를 지닌
금-은나노복합체를 제작
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그물 형태로 금-은나노복합
체를 설계해 마치 부채 모양을 띤다. 다채널 전

신축

극 층을 갖고 있어 어느 부위에 병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곳에 전기 자극을 가해

금-은 나노와이어

SBS 엘라스토머

초기상태

심장 기능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미세구조

최대 840% 신장력

발표논문
금-은나노와이어를 SBS 엘라스토머와 섞어 고무 복합체를 만듦으로써 신축성이 뛰어나면서도 전도도가
매우 높은 복합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Choi, Suji, et al. “Highly conductive, stretchable and biocompatible Ag–
Au core–sheath nanowire composite for wearable and implantable
bioelectronics.” Nature Nanotechnology, 2018, DOI: 10.1038/s41565-018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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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성과 위상을 모두 갖는
‘위상 강자성체’ 발견

자기모멘트

홀 전압

차세대 스핀 정보소자 구현 앞당겨

자기장

전자

전자

홀 효과

홀 전압

자기장
없음
전류

이상 홀 효과

전류

위상학적 전자상태(topological state)와 스스로 자기화되는 강자성을 동시에 갖는 물질이
보통 금속에서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질 경우, 전자가 휘면서 물질 경계면에 전하가 쌓이는 홀 효과가

등장했다. 외부변화에 안정적으로 전자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성도 지녀, 향후 새로운

생긴다(왼쪽). 이에 반해 강자성의 금속의 경우, 외부 자기장 없이도 전자가 휘어져 홀 효과가 발생하며 경계면에

양자 소자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가 쌓인다(오른쪽). 이를 이상 홀 효과라 한다.

위상물질은 그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구조에 위상학적인 특이성이 있는 물질이다. 위상학
은 연속적인 변형에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였으나 약 10
여 년 전 그래핀과 위상부도체(topological insulator)가 발견되면서 고체 물질의 성질을 이

한 양자효과로 진행방향이 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역학적 자기장효과는 전자가 가

해하는 중요한 연구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뫼비우스 띠를 아무리 변형시켜도 찢지 않으면

진 스핀에 따라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반대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물질에

정상적인 띠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위상물질에 나타나는 꼬여진 전자구조 역시 물질의

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상쇄된다.

화학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보존된다.

이번에 발견된 위상 강자성체(topological ferromagnet)에서는 전자의 스핀이 대부분 한 방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단장 염한웅)의 김준성 연구위원,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단

향으로 향해 양자역학적 자기장에 의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즉 이 물질에 흐르는 전

장 노태원)의 양범정 연구위원,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소장 박재훈)의 김규 박사

류는 외부의 자기장이 없더라도 강하게 휘어지면서 경계 부분에 스핀이 정렬된 전하가

를 비롯한 국내 공동 연구진은 위상학적 전자상태와 강자성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물질
(Fe3GeTe2)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한 자성 위상물질은 그래핀과 비슷한 육각구조다. 탄

연구진이 개발한
위상 강자성체

쌓이게 되고 그 양이 보통 자성체에 비해 훨씬 많다. 이처럼 위상학적 특이점 근처의 베
리 곡률효과로 이상 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자성 소재를 이용하면 차세대 고감도 자

소 대신 철 원자를 구성원소로 하고 있어 강자성을 띤다. 연구진은 이 물질에서 나타나는

성 센서나 스핀 정보소자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동 제1저자인 김규 박사는 “위

전자 상태가 선으로 이뤄진 위상학적인 특이점을 만드는 것을 이론과 실험을 통해 처음

상학적 특성을 가진 강자성체는 자연계에 많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상 강자성

으로 입증하고, 고유한 스핀 전도 특성을 관측해 차세대 스핀소자를 위한 핵심 소재로서

체인 Fe3GeTe2 이해를 통해 앞으로 더 강한 위상 특성을 가진 자성체를 발견할 수 있을

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위상물질은 그래핀이나 위상부도체처럼 자성을 띠지 않는 물질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0년간 비자성물질

이번 연구를 통해 위상특성과 자성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위상자성체

위상 물질에서는 전자구조상에서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점 또는 선으로 만나면서 위상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데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물질 디자인과 합성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

적인 특이점을 만드는데, 이러한 특이점 근처를 지나는 전자는 베리 곡률 효과라는 독특

반데르발스 간격

a

FeⅠ

b

c

반해, 강자성과 위상상태를

에너지

Ge
FeⅡ
Te
c (z)
a(x)

위상학적
특이점
운동량

왼쪽 그림(a)은 Fe3GeTe2의 반데르발스 결정구조를 나타낸다. 연구진이 발견한 신물질의 위상학적



양자역학적
자기장

또한 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반데르발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얻어

동시에 지니는 물질에 대한

내는 것처럼, 손쉽게 2차원 강자성체로 변환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되고 있는 2차원 반도체 물질 등과도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2차원 물질

않았다. 추가 연구를 통해

에 기반을 둔 차세대 스핀소자 개발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더 다양한 위상 자성체를

연구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온에서 위상 효과가 극대화된 자성물질을 찾아 이를 통해

합성해볼 계획이다.”

에너지

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스핀소자를 구현하는 것이다. 공동교신저자인 김준성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비자성물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데 반해, 강자성과 위상상태를 동시에 지니는 물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더 다양한 위상 자성체를 합성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동량
발표논문

특이점은 에너지와 운동량 공간에서 전자띠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b). 특이점을 중심으로

Kyoo Kim, Junho Seo et al. “Large anomalous Hall current induced by topological

단면을 살펴보면 운동량과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인 특이점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nodal lines in a ferromagnetic van der Waals semimetal”, Nature Materials, 2018, DOI:

위상학적 특이점은 다른 운동량 방향으로 늘어선 선을 따라 양자역학적 자기장이 생긴다(c).

10.1038/s41563-018-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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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범함수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분자들의

찾아서, 핫전자 검출
―

움직임과 위치를 계산한다. 위 그래프는 백금

해 등 친환경 에너지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합금 나노 촉매는 내부 화학적 조성에 따라 물질의

표면과 백금-코발트 합성 계면 표면에서 나타

전자 구조 및 결합 에너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실제 촉매 반응 환경에서

나는 수소산화 반응에 대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트 계면에서는 0.72eV(그래프 b)의 에너지가 발

어도 합금 나노 촉매 반응 메커니즘 자체가 베일에 싸인 이유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나노물

촉매 현상을 핫전자 검출로
규명

1.0

백금 표면에서는 0.88eV(그래프 a), 백금-코발

는 반응물과 화학반응 조건에 따라 나노 촉매 구조가 쉽게 변해버린다. 우수한 촉매 특성을 갖고 있

금속-반도체 계면에서 향상된

a
0.5

*H + *O → *OH
*H + *OH → *H2O
H

O

0.88

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단장 유룡)의 박정영 부연구단장 연구진은 화학 촉매 반응의 척도로 사용될

백금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백금-

수 있는 핫전자를 직접 검출함으로써 합금 나노 촉매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촉매 표면에서의 반응

코발트 계면에서 좀 더 높은 촉매 활성도를 보
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다. 핫전자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 표면에 순간적으로(펨토초,
1000조분의 1초) 발생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직접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연구진은 실제
촉매 환경에서도 핫전자를 관찰할 수 있는 핫전자 촉매센서(Hot electron-based catalytic sensor)

0.25

H
O

O

0.0

H H
O

-0.5
-1.0

생했다. 백금-코발트 계면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Pt

b

1.0

에너지 (eV)

나노 속 계면이 하는 일을

합금 나노입자는 높은 효율의 촉매 활성도를 가져 석유화학 공정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물 분

에너지 (eV)

Research Highlight

0.5

*H + *O → *OH
산소 원자 이동
수소원자 왕복 이동
0.29
H
0.15
O O
*H + *OH → *H2O
0.25
H
H O O

0.72
H O

H
O O

0.0
-0.5

H H
O O

-1.0

를 개발하여 합금 나노 촉매 표면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핫전자의 움직임을 전기전 신호로 검출하
였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촉매 활성도를 보이는 75% 백금과 25% 코발트 비율의 백금-코발트 합
금 나노촉매에서 가장 많은 핫전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실제 촉매 반응 환경과 유사한

전자현미경으로 본 백금, 백금-코발트 합금, 코발트 나노입자의 모습.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백금, 백금-코발트 합
금, 코발트 나노입자의 모습(위)과 백금-코발트 합금 나노

환경에서 합금 나노 촉매의 표면 구조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입자의 표면(아래). SEM 사진 위에 타이타니아와 금 층,

Electron Microscopy) 측정을 통해, 촉매 반응 시 한 층의 코발트 산화물(CoO)이 백금-코발트 (PtCo)

백금-코발트 나노입자층을 오버레이로 표시했다. 금과

합금 나노 입자 표면 위에 형성되면서 금속-산화물(백금-코발트 산화물, CoO/Pt)계면이 만들어지는

타이타니아 접촉면에서는 정류 접촉이, 티타늄과 타이타

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실험 및 이론 결과를 바탕으로 백금-코발트 합금 나노 촉매 표

니아층 사이에는 옴 접촉이 형성된다.

면의 생성된 금속-산화물 계면에서 전하 이동이 늘어나면서 핫전자 검출 효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

백금-코발트 합금(PtxCoy)나노입자

해 합금 나노 촉매의 활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합금 나노촉매의 반응 중

수소

산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금속-산화물 계면이 합금 나노 촉매의 활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백금

코발트

(ⅲ)

금(Au) 10nm

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나노입자 촉매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수소

(ⅱ)
(ⅰ)

산화 반응 메커니즘. 핫전자가 발생하면

타이타니아(TiO2)250nm
외부 화학반응 등으로 에너지가
유입돼 캐리어가 여기된다

코발트 산화물이 형성된다. 이로부터 금
속-산화물 계면이 합금 나노 촉매의 활

쇼트키 장벽 너머로
핫전자가 방출된다

(ⅰ) CoO + *H → CoOH
(ⅱ) CoOH + *CoO + *OH
(ⅲ) *OH + *H → *H2O

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실리카(SiO2)
물질 내 핫전자
반도체

에너지 준위
쇼트키 장벽

전도 띠

EF

밸런스 띠

전자 분포

금(Au)
타이타니아(TiO2)

반도체 에너지띠

핫전자가 방출되는 메커니즘. 핫전자는 외부 에너지가 촉매 등 물질 표

금(Au)

티타늄(Ti)

면에 전달될 때, 에너지 전환과정에 의해서 1-3eV 에너지를 갖고 여기
된(excited) 전자를 말한다. 외부 에너지는 빛의 흡수, 분자의 흡착이나
촉매 반응 등의 화학반응, 전자 혹은 이온의 충돌 등의 다양한 현상을
포괄한다.

합금 나노 입자와 금(Au)/타이타니아(TiO2)로 만들어진 핫전자 촉매센서의
모식도와 단면. 화학 반응 시 나노 촉매 표면에서 발생한 핫전자가 금/타이
타타니아 계면에 형성된 장벽을 넘어 전류가 발생할 때, 신호로 검출할 수
있다. IBS 연구진이 개발한 핫전자 촉매센서는 상압과 고온에서도 핫전자
를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크다.

실리카(SiO2)

발표논문

Hyosun Lee et al., "Boosting hot electron flux and catalytic activity at metal–oxide interfaces of
PtCo bimetallic nanoparticles", Nature Communications, 2018, DOI: 10.1038/s41467-018-04713-8

IBS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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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창조성으로서의
직관과 감성
글 _ 백가을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흔히들 과학자는 과학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성보다는 이성에 더 치중한
방식으로 사고하며, ‘과학적 연구’란 엄밀하고
엄격한 방법론을 쓰는 논리적 연구라고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는 생물학 분야에서 도전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과 협력하고

생각하곤 한다. 하물며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중들을 위한 과학 교육까지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창의성을 함양하고 전파하는 일에 진력한다.

분야의 정점에 선 뛰어난 과학자들이라면

©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어떨까? 논리적 사고의 귀재들이 아닐까?
그들의 연구 방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매클린톡은 “과학적

없을 정도로 정연하지 않을까?

매클린톡은 연구를 놓지는 않았으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

결국 사표를 내고 미주리대를 떠난 맥클린톡은 좌충우돌 끝에 콜드

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

스프링 하버 연구소에 새 둥지를 틀었다. 콜드 스프링 하버는 여러 면

아낸 무언가를 과학의 틀

에서 미주리 대학과 달랐다. 콜드 스프링 하버에서는 떠오르는 아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

디어를 마음껏 실행에 옮길 수 있었고 그에 따르는 행정적 잡무는 모

했다. 기존의 통념, 또는 패러다임

두 면제되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연구 활동을 간섭하지 않았다. 불필

에 비추어 봤을 때 소위 ‘잘못된 방법론’,

요한 예절도 없었다. 연구원들은 청바지를 입고 연구에 몰두했다. 학

‘정도를 벗어난 인식론적 틀’을 통해야만 던질 수

생들을 돌봐야 할 의무도 없었다.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는 연구자

이성과 논리라는 통념에서 벗어난 과학

매클린톡은 직접 재배한 모든 옥수수 개체 하나하나의 줄기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의 모양과 색깔뿐 아니라, 내부까지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고 말했

방법이 고정되어 있다면, 답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와 언어의 틀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에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특별

는 이 통념은 꽤나 과장된 것이다.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긴 노벨상

다. 현미경으로 옥수수의 염색체나 세포를 관찰할 때면 ‘현미경을 타

밖으로 나와 직관과 감수성을 한껏 발휘할 때, 새로운 차원에서 연구

한 행사도 있었다. 매년 봄여름이면 미국 각지에서 생물학자들이 모

수상자 중 적지 않은 이가 자신은 연구 대상에 감정을 이입해 얻는

고 내려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 그 주변을 빙 둘러보는’ 것처럼 느

대상을 만나고 이해를 넓힐 길이 새로이 드러날 것이다.

여 생물학 세미나를 열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그야말로 생물학 연구

직관과 느낌으로 사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관적 깨달음이 논리적

끼곤 했다. 자신이 연구하는 유기 조직체들에 심취한 나머지 마치 스

이해보다 앞서 오며 언어나 수학 등은 이러한 깨달음을 사후에 표현

스로 유전자나 염색체가 된 것처럼 느끼기도 했다. “나는 연구 대상

감성을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대는 아이디어 잔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조용한 연구실에서 연구에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 외부에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체계의 일부로 존재했다. 나는 염색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열린 연구 환경이 아주 중

몰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맥클린톡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

본래 있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유전자인 ‘트랜스포존’, 이

체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작은 부분들이 모두 내 친구

요하다. 당시 과학계의 성차별로 취직에 난항을 겪던 맥클린톡은

요 없이 자신의 개성적인 연구 방식을 마음껏 발휘했다. 콜드 스프링

른바 ‘도약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198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

처럼 여겨졌다.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나의 일

1936년 미주리 대학에 조교수 자리를 얻으며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

하버 연구소의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 바바라 매클린톡의 옥수수 연구는 감성이 돋보이는 유명한 연구

부가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거

장을 얻었다. 하지만 미주리 대학은 아주 보수적인 곳이었다. 여성 교

직관과 이입을 통해 연구 대상에게 심취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비논

사례이다. 매클린톡은 옥수수의 낱알이 다양한 색깔을 띠는 현상에

기엔 더 이상 내가 없다.”

수는 결혼하면 교수직을 그만두는 게 관례일 정도였다. 자유분방한

리적’인 연구 방법은 수많은 뛰어난 과학적 성취의 비결이지만, 그 유

주목해 이런 변이가 왜 일어나는지 연구했다.

연구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잊고 연구 대상 자체가 되

맥클린톡은 그곳에서 지독한 따돌림을 당했다. 소외감과 굴욕감, 다

용성과 중요도에 비해 경시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과학적 창의성

매클린톡은 연구에 사용할 옥수수를 직접 재배했다. 씨를 뿌리고 가

는 방법은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옥수수 낱알의 색이 변하는 잡

른 이들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맥클린톡은 더더욱 통상적

을 배양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 기초 연구를 일구려면 이성과

꾸고 수분하는 과정은 고됐지만 이런 노력은 매클린톡의 연구 방식에

색 현상은 염색체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유전자 때

규범이나 예의범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미주리 대학교의 사람

논리라는 과학 연구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영향을 주었다. 매클린톡은 옥수수가 자라는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

문이며 이런 유전자가 유기체의 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들은 맥클린톡이 기행을 일삼으며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

‘과학적 방법’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

며 옥수수에 몰입하고 정말로 친밀한 감정을 느꼈다.

써 유전자가 고정된 자리를 점유한다는 생각은 깨졌다.

게 한다고 여겼다. 동료들은 그를 교수 회의에 참석시키지도 않았다.

이다.

있는 질문들이 있는 법이다. 자연에 대해 질문하는 우리의

를 예술가처럼 대우했다.

의 최전선이었다. 빛나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또 그렇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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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학에 대한 이해는 단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자연 현상을 이해하

인도네시아 마나도
2018 아시안 과학 캠프
참여기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마나도 수리아 연구소에서 제12회 아시안 과학 캠프가 개최됐다.

는 도구’ 정도였다. 그렇기에 과학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아시안 과학 캠프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모인 젊은 과학도들이 세계적 학자의

위해 도전적이고 난해한 개념을 습득하는 데만 집중했다. 하지만 고

강연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학 마당이다.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한 연지현 학생의
수기를 통해 아시안 과학 캠프의 역동성을 느껴보자.

피나스 박사의 강연은 과학이 지닌 또 다른 측면을 알려줬다. 고피나
스 박사에게 과학이란 호기심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창의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고피나스 박사는
최전선에 있는 과학이란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들은 분명 큰 도전이자

술이다. 고피나스 박스는 미세한 수준에서 분자를 다루는 방법을 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018년 아시

구하다가 ‘스스로 조립되는 별개의 나노 구조체를 조직하는 규격화되

안 과학 캠프는 나에게 바로 그런 기회,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잊을

고, 확장 및 재현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DNA 종이접기 기

인류를 이롭게 하는 과학

수 없는 경험이었다. 2018년 아시안 과학 캠프는 지난 8월 3일부터 9

술은 어떤 2차원 기질에라도 분자들이 아주 정확히 맞물릴 수 있게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강의는 빗하리 핏하티카(Bidhari Pihatika) 박사의

으로써 ‘인류’를 이롭게 하는 과학의 실천적 면모를 볼 수 있었음은

일까지, 5일간 인도네시아 마나도에서 개최됐다. 아시안 과학 캠프는

한다”고 말했다.

‘표면 항균 코팅: 박테리아 쫓기’였다. 핏하티카 박사는 카테터나 인공

물론이다. 캠프의 주제가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200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고시바 마사토시(Masatoshi Koshiba)

DNA 종이접기 기술이 미세하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면서도 DNA

기관 같은 이식 장치가 병원 내 박테리아 감염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면 이 강연만큼 주제에 맞는 강연은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아마

와 198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리 위안저(Yuan-Tseh Lee)가 ‘아시

가 가진 단순한 속성, 즉 상보적 염기쌍을 이용했다는 점이 흥미로웠

문제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것에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 과학

아의 린다우 미팅을 만들자’라는 뜻을 모아 시작된 과학 교육 캠프다.

다. DNA의 독특한 염기 순서와 그에 맞는 상보적 염기순서를 이용하

늘어나면서 의료 장비를 이식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

도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강의일 것이다.

과학도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를 5일간의 소중한 경험을 공

면 다양한 분자를 구별할 수 있고, 이 성질을 이용해 서로에게만 특이

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핏하티카 박사에 따르면 이

유해 본다.

적으로 결합하는 접착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접착제를 분자에

식 장치에서 생긴 감염은 박테리아가 최대 1500배까지 항생제에 저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사람 간의 만남

자리한 특정한 결합 장소에 적용하면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개인

항성을 보여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로는 치료하기 어렵다. 유일한 방법

강연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발표를 준비했다. 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

적으로는 단순한 생물학 원리를 혁신적인 발명에 응용한 창의성이 인

은 오염된 장치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크다. 입원 기

프의 두 번째 밤, 첫 미팅을 하며 발표준비를 시작했다. 미팅의 분위기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강의는 어슈윈 고피나스(Ashwin Gopinath) 박

상적이었다. 대부분의 과학도는 생물학 수업에서 DNA의 상보적 염기

간이 길어지고 여러 번 수술을 받거나 감염이 시각해지면 해당 부위

는 아주 친근했지만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이라는 주제를 처음 보는

사의 ‘DNA: 모든 곳을 잇는 다리’였다. 고피나스 박사는 자신이 연구

쌍이 기능하는 원리를 배우지만, 이런 지식을 DNA 종이접기 같은 혁

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 제대로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는 ‘DNA 종이접기’를 소개했다. DNA 종이접기란 DNA를 ‘접착제’

신적인 발명에 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감염을 막으려면 이식 부위에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

그러나 두 번째 만남에서 왜 이들이 각국 대표로 선발돼 캠프에 참

로 사용해 기질에 따라 분자들이 쉽고도 정확하게 맞물리게 하는 기

고피나스 박사의 강연은 ‘과학’에 대한 관념을 뒤바꿨다. 캠프 이전까

이 필요하다. 핏하티카 박사는 그 방법으로 박테리아의 접촉을 막는

여했는지를 여실히 깨달았다. 모두 예의바르고 열린 자세로 번득이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중 기능을 가진 항균성 폴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추상

리머 코팅재를 고안했다. 이 이중 기능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단량

적이라거나 이상하다고 혹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

체로 항균성을 지닌 중합체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친수성

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게 도왔다. 한국인인 필자를 비롯해 일본,

을 지닌 단량체에 폴리머를 코팅하면 이것이 물분자를 끌여들여 박테

필리핀, 조지아 친구들 모두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즐겁게 아이

리아가 붙는 것을 방지한다. 또 폴리머 코팅에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디어를 내고 소중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성분이 있다.

참가자 모두는 서로가 가진 지식과 각자 다른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

핏하티카 박사의 강의에서는 향균 코팅 방식이 생물학과 화학, 공학,

웠다. 또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다

의학을 융합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해로운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함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참

개인의 창의성과 지식을 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2018 아시안 과학 캠프의 한국 대표단과 연구자들.

가한 또래의 과학도들, 현명하고 유능한 연구자들과 대화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경험이었다. 어쩌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수

아시아 전역에서 참가한 또래의 과학도들,

많은 사람에게로 한 단계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현명하고 유능한 연구자들과 대화하며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준, 한국에서 함께 온 기초과학연구원

우정을 나누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IBS)의 모든 동료와 팀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과학에 대

경험이었다. 어쩌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한 열정을 공유하는 대표단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참
가자 모두 앞으로 과학자의 길을 걸으며 후일 서로의 연구 성과를 가

수많은 사람에게로 한 단계 큰 발걸음을

지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2018 아시안 과학 캠

내딛는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프에서 얻은 영감이 진리 추구의 원천 중 하나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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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융합 등 전 분야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단장(부산대 석학교수)

(PRC) 도입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처> 특별판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에 영국 옥스

에 걸쳐 28개 연구단을 구성했고, 각 연구단에 세

은 “최고급 성능의 슈퍼컴퓨터 자원을 활용해 지구

김두철 원장은 “최근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

퍼드대에 이어 11위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

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이 모여 기초과학의 새로운

과학, 기후 물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엘니뇨, 몬순 등

짜학회’와 같은 이슈에 IBS 연구진의 사례가 한 건

을 받고 있다.

지평을 열고 있다”며 “우수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게

기후 변동성, 급격한 기후변화, 고기후 등의 문제에

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연구진이 공정하고, 정

돼 영광이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 동료 연구자들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본원과 연구단의 연구망을 연

직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안다”며 “앞으로도 연구

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계하는 방식으로 연구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몰

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

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연구단장 협의회

이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는 본원 내 지하실험 연

를 마무리했다.

로드니 루오프 단장,

구단, 순수물리 이론 연구단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2018 피인용 우수 연구자’ 선정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로드니 루오프(Rodney S. Ruoff) 다차원 탄소재료

김두철 원장은 “슈퍼컴퓨터 구축이 완료되면 IBS

연구단장이 정보분석 서비스기업 클래리베이트

28개 연구단은 물론 연구시설을 개방해 다양한 연

애널리틱스(舊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2018년 피인

구그룹과 공동 활용에 나설 계획”이라며 “세계적인

용 우수 연구자 (2018 Citation Laureates)’로 이름을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IBS 본원의 슈퍼컴퓨터가

올렸다.

핵심 인프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2002년부터 매년 학

대전 본원에 슈퍼컴퓨터 구축해

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연구 인프라 강화

제2의 도약을 위한 선언문 발표
대전 본원에서 열린 ‘IBS 미래 토론회’에서 ‘제2의

혔다.

도약을 위한 선언문’이 발표됐다.

Science)’에 등재된 연구 문헌을 토대로 노벨상이 수

IBS 미래 토론회는 IBS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

연구원)와 협력했다.

를 위해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아

대전비엔날레 2018 <바이오>와 연계한 이번 IBS

여되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

대전 본원에 기초과학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슈

추진됐다. IBS 원장 및 연구단장, 과학자문위원회

Art in Science는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 ‘INFINITE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을 피인용 우수 연구자

퍼컴퓨터가 구축된다. IBS와 기후물리 연구단(단장

(SAB·Scientific Advisory Board) 위원 등 국내외 과

LOOP : 생명, 변화와 연속성’을 전시 부제로 삼았

로 선정하고 있다.

악셀 팀머만)이 함께 도입한 슈퍼컴퓨터는 대규모 연

학계 전문가 13명이 토론에 참여해 연구원의 발전

다. 존재가 태어나고 번식하고 죽는 과정이 끝없이

피인용 빈도가 상위 0.01%에 해당하는 뛰어난 연

산 및 분석,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 최고급 성능을

「기초과학연구원 2단계

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어지는 생명의 본질적 속성을 담았다.

구 업적을 지닌 동시에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혁

구사해 기후물리 분야 연구에 집중하면서 물리, 화

발전전략(2018~2022)」 마련,

선언문을 통해 IBS는 △국내외 기초과학계와 협력

‘Life’와 ‘Perspective’ 두 개의 전시공간(Zone)으로

신적인 공헌을 한 연구자만이 우수 연구자로 선

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컴퓨팅 시뮬레이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 추진

해 국가 기초과학 발전을 견인하고 △수월성을 최

구성된 이번 Art in Science에는 이미지와 동영상

정된다. 올해는 총 17명의 연구자가 명단에 이름을

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렸으며, 이 중 한국 기관 소속은 루오프 단장이

이번에 구축되는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1.43

유일하다.

PF(Peta Flops)에 달한다. 1PF는 1초에 1000조 번의

루오프 단장은 20년 이상 탄소 소재를 연구해온 세

연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IBS 슈퍼컴퓨터는 76억

계적 석학이다. 특히 그래핀, 탄소나노튜브(CNT) 등

명의 인구가 계산기로 초당 19만 건의 계산을 하는

나노 규모 탄소 소재의 구조와 특성을 밝히는 데 있

고의 가치이자 최소한의 책임으로 여기고 △미래

총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원 2단계 발전전략(2018~2022)’이 6

연구리더를 유치하고 육성하고 △기초과학으로 시

인 CERN과 CNRS에서 제공한 작품들도 함께 전

월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사회와 소통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

시되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확정됐다.

했다.

마련되었다.

8월 24일 대전 본원 과학문화센터에서 제13차 연구

‘기초과학연구원 2단계 발전전략’은 본원 개원을 계

이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지원이 변함없

첫 번째 전시공간 'Life Zone'에서는 생명과학분야

속도와 같다. 저장 용량은 약 8740TB(테라바이트)에

단장 협의회(Directors Council Meeting)이 개최됐다.

기로 본원연구단 중심 운영체제 강화, 연구책임자

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에 집중한 곳이다. 생명현상을 탐구하고자 형형색색

어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피인용 우수 연

달한다. 영화 한 편을 대략 4GB로 가정하면 약 217

이번 협의회에서는 IBS 원장, 연구단장, 부연구단장,

확대, 연구단 규모 다양화, 개방협력 및 청년과학기

않는다’는 연구의 자율성이 오롯이 구현되길 희망한

의 형광 단백질로 염색된 신경세포, 화려한 색감으

구자 선정 역시 ‘탄소 소재를 바탕으로 한 슈퍼커패

만 편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수치다. 실제 계산

관련 부서장 및 주요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

술인 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본격 도

다고 언급했다.

로 재탄생한 혈관, 조직 등이 작품으로 전시된다. 관

시터(Supercapacitor)’ 연구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을 수행하는 CPU 기반의 전체 468개의 노드는 인

한 가운데, 제12차 연구단장 협의회 후속조치를 공

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자연현상의 근원을 탐구하는 도전적 기초과학연구

객들은 과학자들만이 볼 수 있는 과학적 장면들을

슈퍼커패시터는 고성능 전기저장 장치 또는 대용량

텔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인텔 제온 6148 프로세

유하고 ▲제2차 IBS 5개년 계획 ▲2019년 IBS 콘

지난 2017년 초부터 1년간 IBS 5개년계획 수립위원

를 수행하고자 설립된 IBS는 자율성, 수월성, 창의

감상하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과학자들과 함께 공유

13차 연구단장 협의회 개최

축전지 등으로 불리는 에너지 저장장치다. 일반적인

스’를 탑재하는 한편, 약 90TB(테라바이트)의 메모리

퍼런스 추진 계획 ▲IBS 정규직 전환 진행 현황 ▲

회(위원장 : IBS 원장) 를 중심으로 외부 자문위원회

성, 개방성을 핵심가치로 삼아왔다. 미래토론회 참

할 수 있다.

2차전지에 비해 순간적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어

를 채택했다.

부연구단장 선정평가 및 8년차 연구단 성과평가 계

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기초과학학회 의견수렴

가자들은 이런 IBS의 핵심 4대 철학이 앞으로도 제

두 번째 전시공간 ‘Perspective Zone’에서는 과학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완재로 사용되고 있다.

IBS 슈퍼컴퓨터 구축 사업자는 세계적인 슈퍼컴퓨

획 등이 논의됐다.

등을 거쳐, △ 본질적 연구를 위한 핵심 연구역량

2의 도약을 위한 방향타가 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

자의 시각으로 관찰한 낯설고 신비로운 물질의 세

루오프 단장은 2008년 그래핀을 슈퍼커패시터 전

터 제조사인 크레이(Cray Inc.)가 선정되었다. 연내

김두철 원장은 지난 제12차 연구단장 협의회에서

강화, △ 본원 활성화 및 연구 인프라 확충, △ 개

를 모았다.

계가 펼쳐진다. 물질 간 상호작용, 빠르게 변화하는

극으로 도입한 연구를 물리학 분야의 권위지인 <나

도입될 슈퍼컴퓨터는 연말까지 성능 테스트를 거

논의됐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방향에 관한 논의,

방ㆍ협력으로 기초과학생태계 기여라는 3대 추진전

지구 환경 등에 대해 과학자들의 해석이 담긴 작품

노 레터스(Nano Letters)>에 발표했고, 이 논문은 현

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규모면에

IBS 내 성 불평등 이슈에 관해 적극적인 후속조치

략과 10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표 참고).

들이 전시된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재까지 6431회 인용됐다. 또 그가 2011년 세계적 권

서는 국내 공공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 이행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으로 2011년

위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그래핀 기반

(KISTI), 기상청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제2차 IBS 5개년 계획 수립 추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석학 수준의 연구단

슈퍼커패시터 관련 논문 역시 3864회 인용됐을 정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기후물리, 이론물리, 계산과학

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IBS 발전방향을

장 선발과 자율적 연구단 구성, 외부대학에 연구단

과학과 예술이 만나 빚어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

도로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분야 등의 연구 경쟁력과 효율성을 크게 끌어 올릴

담은 2단계 5계년 계획은 연구영향력 기준 세계 20

을 설치하는 개방형 연구조직과 유동적 선진 인력

는 ‘2018 IBS Art in Science’가 IBS 과학문화센터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현재까지 우수 연구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물리 연구단의 지구시스템

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두철 원장은 IBS

시스템 도입, 연구비 100% 출연으로 안정적인 지

1층 전시관에서 9월 17일(월)부터 12월 28일(금)까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공동 연구단장에

로 지목한 연구자 중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역학 및 기후 변화 예측 연구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가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본원 중심의

원, 수월성 중심 질적 평가 등 선도형 기초과학 연

개최된다.

이창준 KIST 박사 선임

이 46명에 달하는 만큼, ‘피인용 우수 연구자’는 일

예정이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고해상도 기후모델

연구 환경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중이온가속기의

구모델을 도입하였다.

올해 4회를 맞은 2018 IBS Art in Science는 대전

종의 노벨상 후보 명단으로 여겨진다.

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것

구축 및 활용, 핵심연구장비센터 구축, 유망한 젊은

현재 28개 IBS 연구단에서 세계 톱 1% 과학자 250

시립미술관(DMA) 과 주최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

교세포  분야(Glial Biology) 세계적 석학인 이창준

루오프 단장은 “IBS는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을

으로 기대된다.

PI 5인 내외 연합 형태의 새로운 본원 연구단 모델

명(누계)이 모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네

CERN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NRS (프랑스 국립과학

KIST 단장(신경교세포연구단)이 인지 및 사회성 연구

대전비엔날레 특별전 Art in Science 개막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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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단장은 “KIST에서 UST 생체신경과학 프

받았다.

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IBS 뇌과학 프

나노의학 연구단이 개발한 ‘나노 MRI 램프’도 포함

로그램(가칭)을 운영해 뇌 과학에 관심 있는 젊은 연

됐다. 천진우 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두 자성물

구자들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질 간의 거리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 신호 강도

김두철 IBS 원장은 “한 연구단 내 다수의 단장을 두

가 달라지는 ‘자기공명튜너(Magnetic REsonance

는 공동 연구단장 제도는 연구뿐 아니라 운영 측면

Tuning·MRET)’ 현상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질병 부

에서도 여러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며 “인지 및

위를 선택적으로 찾아내 강한 MRI 신호를 보내는

사회성 연구단의 새로운 연구 그룹은 본원 연구단

나노 MRI 램프를 개발했다. 이를 MRI 조영제로 이

경쟁력 강화와 뇌과학 분야에 큰 기여를 할 것”라고

용하면 병든 조직이 주변 조직에 비해 최대 10배 밝

말했다.

게 보이는 고감도 영상이 구현된다. 연구결과는 <네

단의 공동 연구단장으로 선임됐다. 이창준 신임 단

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 2017년 2월 7일

장이 이끄는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은 11월 1일 출

자에 실렸으며, 분자 수준으로 신체 내부를 관찰하

범해 연구에 착수한다.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은 교세포의 역할을 심층적
으로 규명하고 연구함으로써 뇌 기능을 분자생물학

‘2018 국가 R&D 우수성과’에

고 진단하는 신개념 영상진단 장치를 제시했다는

양자나노·원자제어·나노의학 연구단 이름

평가를 받았다.

올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개발효과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한다. 교세포는 중추신경
계와 말초신경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

IBS 연구단이 2017년 배출한 연구 성과 3건이 국가

행한다. 더 나아가 알츠하이머병 등 뇌질환 발병 기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전을 밝히고 치료법 개발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부가 지난 10일 선정해 발표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

이 단장은 교세포 분야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 ‘뇌

과 100선’에는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원자제

과학=신경과학’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교세포에

어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나노의학 연구단이 2017

집중해 그 중요성을 학계에 알려 큰 주목을 받았다.

년 국제학술지에 등재한 연구 성과가 포함됐다.

교세포는 신경세포의 이온 농도를 조절하고 노폐물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

을 제거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

고하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

었으나 이 단장은 이에 의문을 품고 교세포의 역할

년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

에 집중해 한 우물을 파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해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 지원으로 수행된 총 6만

이 단장은 2010년 신경전달물질을 청소하고 신경

1000여 건의 연구개발과제 중 부처 추천, 주요학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알려졌던 별세포에서

지 등재, 언론 반응 등을 토대로 후보를 추린 뒤, 선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 를 분비한다는

정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0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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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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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물리이론 연구단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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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OIST Peter Gruss 총장 IBS 방문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세포만이 신경전달물질을 합

선정했다.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OIST) 피터 그루스

성하고 분비한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연구결과

특히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의 연구 성과는 최우수

(Peter Gruss) 총장이 IBS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였다. 이후, 2012년 별세포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성과로 선정됐다.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이 이끄

IBS와 OIST 간 협력방안 논의와 더불어 IBS 과학

인 글루타메이트(Glutamate)를 두 이동통로를 통해

는 연구팀은 홀뮴(Ho) 원자의 자기변화를 토대로 원

자문위원회(SAB) 위원으로서 기관에 대한 이해를

다른 속도로 분비한다는 메커니즘을 학계에 보고했

자 1개에 1비트(0과 1)의 메모리를 읽고 쓰는 ‘세상에

높이고 여러 연구자를 면담하고자 이루어졌다.

다. 2014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흔히 발견

서 가장 작은 메모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복잡계 이론 물리연구단을 방문하여 세르게이 플라

되는 반응성 별세포가 가바를 분비해 기억 장애가

상용화된 기술에 비해 집적도를 약 10만 배 높인 것

크(Sergej Flach) 단장을 비롯하여 주요 연구진을 면

유발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신경세포뿐

으로, USB 메모리카드 한 개 크기로 만든다면 지금

담하고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을 방문하여 신희섭

아니라 별세포도 인지 기능에 주요한 기능을 한다

까지 상영된 세상 모든 영화를 담을 수 있다. 이 연

단장과 주요 연구책임자를 면담하고 연구실 투어도

는 것을 밝혀낸 첫 사례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치

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2017년 3월

진행하였다.

매 치료제(후보약물) 기술을 이전하기도 했다.

9일자에 실렸다.

연구단 방문 이후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그루스 총

이 단장은 “별세포(astrocyte)는 우리 뇌의 70~90%

한편 염한웅 단장이 이끄는 원자제어 저차원 전

장은 OIST 일반현황 소개와 기초과학 연구의 중

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성과 기능들이 이제 막 알

자계 연구단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Nature

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기관

려지고 있는 단계”라며 “작은 우주인 뇌 속 교세포

Physics)> 2월 7일자에 게재한 연구도 우수성과로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된 우수한 과학

의 비밀을 풀고, 기억력 상실과 치매 등의 원인을 밝

이름을 올렸다. 연구진은 ‘2진법’ 연산 기법을 넘어

자 채용, 유연한 연구조직 운영, 신진과학자의 독립

혀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4진수 연산이 가능한 ‘솔리토닉스(Solitonics)’ 기술을

적인 연구 지원,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최초로 구현했다. 현재 기술은 1비트 인식에 수십~

강조하였다.

이 단장은 IBS 본원의 연구 인프라와 최신 광유전

수백 개의 전자가 필요하지만, 솔리토닉스 기술은

강연 이후 진행된 김두철 원장과의 면담에서 그루

학 기술을 활용해 교세포와 신경세포 간 상호작용,

단 하나의 전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게다가 인

스 총장은 “IBS는 역사가 짧지만 현재까지 많은 것

신경가소성 및 인지, 병리학 등에 연구를 주력할 예

간의 뇌처럼 정보저장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을 이루었고 앞으로 IBS 과학자문위원회 활동에 적

정이다. 연구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

있어 인공지능 시대를 견인할 신개념소자로 주목

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혈관 연구단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김은준

야니스 세메르치디스

유룡

장석복

남홍길

고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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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연구단장

김기문

염한웅

오용근

로드니 루오프

명경재

http://csc.ib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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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gp.ibs.re.kr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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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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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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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나노과학 연구단

http://qns.science

입자들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미시세계에서는 고전적인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극저온에서의 양자상전이가 대표적이다.
위상수학은 입자가 복잡하게 부대끼는
혼돈스러운 상태를 ‘소용돌이의 개수’라는
단순한 지표로 치환해 설명한다. 표지에
묘사된 양자 소용돌이의 위상수학적 해석이
물리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11번째 <IBS Research>에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