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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프롤로그

IBS Art in Science leads us to the unfamiliar but also

As the 1st exhibition in the newly opened IBS HQ,

IBS Art in Science는 과학자가 연구과정에서 발견한

올해 2018 Art in Science는 IBS 본원의 과학문화센

quite fascinating world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the 2018 Art in Science is a landmark event in IBS’

낯설고도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시된 이미지

터 전시관에서 열린 첫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s creators of the artworks, IBS scientists named

history. The exhibition also presented works from

들은 과학자가 직접 가공하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지난 3년간의 전시를 종합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their pieces and added new meanings. The scientists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부여한 작품들입니다. 작품 속엔 과학자들이 그들만의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 CNRS(프랑스 국립

share with us their own perspectives on the vitality

known as CERN (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

방식으로 바라본 생명의 아름다움, 물질의 이면, 혹은

과학연구원) 연구원들의 작품들도 소개했습니다. Art

of life and diverse aspects of materials. One drew an

cherche Nucléaire) and the French National Center

장면을 포착한 독특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과학자

in Science는 과학과 예술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analogy between the relationships of neurons and

for Scientific Research (Centre National de la Re-

는 신경세포와 뇌의 관계를 나무와 숲의 관계로 은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

the brain, and those of trees and the woods. Others

cherche Scientifique, CNRS). Beyond the conjunc-

하기도 하며 나노입자의 세계에서 인류의 모습을 발견

로도 계속해서 IBS는 과학과 예술이 선사하는 새로운

discovered similar aspects between civil society and

tion between science and art, the 2018 Art in Science

하기도 합니다.

경험과 감흥을 시민사회와 나누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the nano world.

is going to inspire you with new ideas and perspec과학자들이 연구과정 중 포착하고 해석한 이미지 · 현상

작품 출품을 위해 고심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은 과학의 성과지만 흥미롭게도 예술적 경험도 선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CERN, CNRS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tives.
Though they feature moments from scientific investigations, the pieces also allow viewers to experienc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for

합니다. 이번 전시는 생명의 다채로운 변주, 물질의

the artistic beauty behind them. The 2018 Art in Sci-

all scientists for their hard work and enthusiasm for

특성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담은 작품으로 과학

ence has two main themes; the diversity of life and

this year’s exhibition. We also extend our thanks to

적인 지식은 물론 심미적 감흥과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

the nove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CERN and CNRS for their participation.

습니다.

The 2018 showcase serves as a catalyst for interac-

관람객들은 Art in Science 전시장에서 과학자들만이

tions between the public and scientists. Viewers gain

볼 수 있는 세계를 엿보며 새로운 상상력과 즐거움을

new ideas and have insightful moments by peeking

얻습니다. 과학자는 연구 성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into the world once reserved only to scientists. Sci-

표현하고, 대중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습니다.

entists also get inspired by recreating their scientific

과학자와 시민들이 이미지를 매개로 흥미롭게 교감하는

findings and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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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Division of Policy&Plnning, IBS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SHIM Sh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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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ses of DNA
DNA 천태만상

Anisha Sha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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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샤 샤캬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01 Polymer
01 중합체
A high-molecular compound synthesized by the
polymerization of low-molecular compounds. Its
structure is composed of multiple repeating units.
저분자화합물이 중합하여 생성되는 고분자 화합물.
기본단위(단위체)의 반복구조로 구성한다.

Due to its polyelectrolyte nature, DNA can form different phases upon interaction
with multivalent cationic 01polymers. Despite their importance, the prediction
and control over these phases remain elusive. This 02collage shows images of
DNA condensed into liquid, multicompartment liquid-like, liquid-crystalline,
and semi-solid phases. The variety of visually striking features seen under the
microscope takes a scientist’s imagination on delightful artistic detours.

02 Collage
02 콜라주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전해질로 이뤄진 01중합체(polymer)다. 반대 전하를 띤
양이온성 중합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 다양한 상(相, phase)을 갖는다. 우리 몸을 이루는

A special technique that can be found in modern
art. The term literally means "to glue." Different
materials, magazine illustrations, articles, etc. are
pasted over a surface to evoke unusual beauty or
humor.

수많은 중합체들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상은

근대미술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기법으로, ‘풀로

02

붙인다’는 의미이다. 이질적인 재료나 잡지의 삽화
·기사를 결합시켜 색다른 아름다움과 유머를 자아
낸다.

생체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상을 예측하고 조종하는 일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콜라주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DNA가 액체 상태, 다중구획 유사 액체, 액체

결정, 그리고 반-고체 상태로 응축된 이미지들을 각각 보여준다. 눈길을 사로잡는
현미경 아래 다양한 형태가 과학자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DNA 상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을 엮어 DNA 천태만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Untitled] Kurt Schwitters
[무제]쿠르트 슈비터스

Copyright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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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 Upon Layers
기억의 단층

CHOI Yeo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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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수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A single neuron can receive thousands of signal inputs from other neurons
and process them for downstream signalling. This image shows the layers of
the hippocampus, the memory storage area of the brain. The colorful layers
in the image do not depict different neurons but the different inputs a single
neuron in the hippocampus can receive. Even now, as you read this, your brain is
processing the layers upon layers of information from countless different regions
and subregions to derive cognition from noise. (Green: excitatory neuron marker,
Red: synaptic protein marker, Blue: nucleus).
우리 뇌 속 해양 생물을 닮아 붙여진 ‘해마’는 단기 기억 저장을 담당한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수억 개의 신호를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받아 정보를 처리한다 . 신경
세포들은 시냅스를 통해 각종 전기·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신경세포 간 사이
는 시냅스 접착 단백질이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해마의 단면에 위치한 CA1 구역을 시각화하기 위해 흥분성 시냅스는 녹색으로 ,
시냅스 접착 단백질은 빨간색으로, 세포핵은 파란색으로 염색했다.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해마의 단층은 분리된 신경세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신호들을 한데
모아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신경세포 내 단백질의 구역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층을 이뤄 발현하고 있다. 우리의 뇌는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뇌 신호를 기억의 단층으로 만들어 내며.

Copyright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06

07

Layers Upon Layers
called a synaptic adhesion protein.

기억의 단층

There are numerous kinds of synaptic adhesion proteins in
synapses. Various combinations of such proteins play a pivotal
role in forming a variety of synapses. Such combinations
ultimately serve as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sophisticated
brain circuits.

CA1 세포핵

The image represents a magnified view of the CA1 structure in
the section of the hippocampus, a region of the brain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spatial memory processes. One might think that
neural circuits are complicatedly intertwined with each other.

이 단백질들의 다양한 조합은 여러 종류의 시냅스를 형성하는데

However, the circuits maintain a marvelously sophisticated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러한 특정 조합은 결론적으로

order. This is manifested by the layers composing a neuron, each

정교한 뇌 회로 형성의 기초가 된다.

of which is distinct, reminiscent of soil sedimentation. What is

해당 이미지는 기억을 관장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단면에서

more amazing is the fact that the layers are not those of different

CA1 구조를 확대한 것이다. 신경회로들은 복잡하게 얽혀있을

neurons, but those of one single neuron. Because two different

것 같지만 놀라울 만큼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마치 토양

circuits are used to pass information to a neuron, the protein

이 퇴적한 것처럼 확연히 나눠진 신경세포의 층은 이를 단적

distribution within a neuron are split into two.

으로 보여준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층들이 한 신경세포에서

The upper green layer is a circuit called the Schaffer collateral (SC)

나누어진 층이란 사실이다. 한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pathway, through which signals start from the cerebral cortex,

두 개의 다른 회로로 인해 한 신경세포 내의 단백질 분포가 둘로

take a detour of the dentate gyrus and CA3, and finally arrive at

나뉘어져 형성된 것이다.

CA1. The lower red layer is a circuit called the temporoammonic

위의 초록색 층은 Schaffer collateral (SC) pathway로 불리는

(TA) pathway, through which the cerebral cortex sends signals

회로로 , 대뇌피질에서 dentate gyrus 와 CA3 을 우회하여

세포핵

directly to CA1. The green color represents the marker of the

CA1으로 들어온다. 그 아래 빨간색으로 보이는 층은

활성시냅스

excitatory synaptic protein, while the red color represents the

temporoammonic (TA) pathway로 불리는 회로로, 대뇌피질

시냅스 접착 단백질

marker of the distribution of the synaptic adhesion protein.

에서 직접적으로 CA1에 신호를 보낸다. 초록색 층은 흥분성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ynaptic adhesion protein plays

시냅스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염색한 것이고 , 빨간색 층은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TA pathway, rather

시냅스 접착 단백질의 분포를 염색한 것이다. 이 시냅스 접착

than the SC pathway. These various and distinct layers in the

단백질은 SC보단 TA pathway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SC 회로

TA 회로

A synapse is a basic unit of the brain and serves as a channel

시냅스는 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신경세포간의 정보

hippocampus show that signals from different directions are

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f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nerve cells (neurons). The

전달을 위한 교량역할을 한다.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세포쪽

brought together and processed. The synaptic adhesion proteins

형형색색으로 나타난 해마의 단층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오는

synapse of a neuron that passes signals is called a presynapse,

시냅스를 전시냅스, 받는 쪽을 후시냅스라 하는데, 전시냅스와

are expressed in different circuits and help the circuits to form

신호들을 한데 모아 처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냅스 접착

while the synapse of a neuron that receives signals is called a

후시냅스 사이에는 작은 틈이 존재한다 . 이 틈을 연결하는

synapses in appropriate locations and to send signals. The image

단백질은 회로가 올바른 위치에서 시냅스를 형성하고, 신호를

postsynapse. There is a tiny gap between a presynapse and a

다리 역할의 단백질을 시냅스 접착 단백질이라고 한다.

clearly illustrates the forming of such circuits and the combining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본 이미지는 그러한 특정 회로

postsynapse. A protein that plays the role of bridging the gap is

시냅스에는 수많은 종류의 시냅스 접착 단백질이 존재한다.

of signals.

형성 및 신호 결합의 현상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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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yes of Morpheus
모르피우스의 눈

PARK Haram

Life

Best
Image
Award

3rd place
3등작

박하람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The Greeks of antiquity believed 01Morpheus was the god of dreams and would
appear during sleep to shape and form our dreams. We spend one third of our
lives asleep, and yet sleep is still a field relatively unknown to science. Why we

01 Morpheus
01 모르피우스
The god of dreams in the Greek mythology.
Morpheus can perfectly mimic anyone, including
their gait, face, and voice, and appears in the
dreams of mortals. He has very large wings that
make no flapping sound and can instantly reach
the end of the world by flying.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 특정인의 걸음걸이
와 표정은 물론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 내어 인
간의 꿈속에 나타난다. 소리 없이 펄럭이는 아주 커

sleep and how we dream are questions that are yet to be answered. What is
known is that the lateral preoptic area (LPO), the region of the brain depicted in
the image with red coloring, is critical for sleep to normally progress in the brain.
Impairments of neurons in this area causes many disruptions in sleep, such as
insomnia. Understanding the LPO will be the gateway to understanding the
realm of Morpheus. (Green: NeuN, neuronal marker, Red: GAD, inhibitory neuron
marker, Blue: DAPI, Nucleus).

다란 날개가 달려 있어 순식간에 땅 끝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01‘모르피우스’는 잠을 결정하고 꿈을 만들어내는 잠의 신
이다. 우리는 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왜 잠을 자는지, 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 풀지 못 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미지에서 붉은 색으로
보이는 영역인 측면 시각교차구역(LPO)은 잠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곳의 신경
세포가 손상되면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겪게 된다. 많은 연구진들은 측면시각교차
구역 구조의 이해가 모르피우스 영역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미지
에서 활성화된 신경세포는 초록색으로, 비활성화된 신경세포는 붉은색으로 표현
되었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중앙의 두 점은 세포핵에 해당한다. 수면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을 촬영한 이미지가 마치 뇌 속 모르피우스의 눈(eye)처럼 보인다.

[Morpheus and Iris] Pierre-Narcisse Guérin, 1811,
Hermitage Museum, Saint Petersburg, Russia
[모르페우스와 이리스피에르]
나르시스 게랭, 1811년, 에르미타슈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Copyright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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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campal Mouse Neurons 1, 2
쥐의 해마 신경세포 1, 2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Hippocampal mouse neurons 1
Hippocampal mouse neurons observed by 01confocal fluorescence microscopy
and reconstructed in 2D by projecting the various optical sections onto the Z
plane. The CAR protein was detected using a single antibody.
Hippocampal mouse neurons 1

Hippocampal mouse neurons 2
Hippocampal mouse neurons observed by confocal fluorescence microscopy
and reconstructed in 2D by projecting 34 optical sections onto the Z plane. Using
immunofluorescent staining, cell nuclei were stained blue with DAPI.

쥐의 해마 신경세포 1
01 Confocal microscope

쥐의 해마 신경세포가 01공초점 광학 현미경을 통해 고해상도 3차원 이미지로 재구성

01 공초점 광학 현미경

되었다. 보라색은 세포질, 파란색은 축삭(신경돌기 : 신경세포에서 뻗어 나온 가지),

While conventional microscopes apply light to
a wide field and use all of the reflected light
for producing an image, confocal microscopes
highlight only the in-focus spot of a specimen.
This technique is called optical sectioning. The
part where optical sectioning is applied has an
enhanced resolution because the unnecessary
scattering light in the out-of-focus area is removed.
By changing the distance between a specimen
and an object lens (i.e., changing the position of
the focus), one can configure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노란색은 핵. 각 구획을 표지하는 형광항체를 이용해 신경세포 이미지를 포착했다.

쥐의 해마 신경세포 2
세포핵과 특이하게 결합하는 DAPI 형광표지항체를 이용해 (면역형광염색법) 세포핵
을 파란색으로 표지했다.

일반 현미경이 광범위한 영역에 빛을 조사하고
반사된 모든 빛을 영상화하는 반면, 공초점 현미경

Hippocampal mouse neurons 2

은 시료에 조사 되는 빛이 초점(focusing)이 맞는
부분만 두드러지게 밝게 나타낸다. 이것을 Optical
sectioning이라고 부르며, 섹셔닝된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산란광이 제거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다. 시료와 대물렌즈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 (초점 위치를 바꾸어) 3차원 구조
도 구성할 수 있다.

<자문 : 정화진,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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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e in the Forest
숲 속의 나무 한 그루

LEE Kyu-Hee
이규희
Center for Cognition and Sociality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Many neurons come together to form the brain, just like how trees constitute
a forest. By seeing only one tree you cannot know what a forest looks like, and
even if you can observe the forest from the sky, you cannot know the types nor
the individual roles of each tree. Investigating brain function is similar. This

01 Hippocampus

image is a cross-section of 01hippocampus from a mouse. Among the many

01 해마

neurons in a living mouse, one single CA1 02pyramidal neuron was detected. I

A region of the brain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learning, memory processes, perception of what is
new, etc.
학습, 기억 및 새로운 것의 인식 등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

investigated its activity resulting from interactions with other neurons by using
patch-clamp techniques. This technique is used to measure the potential of
cell membrane via glass micropipette. To find the patched single neuron and to
check its shape, I stained the brain slice with fluorescent dye. Finally, I found the
single neuron that was standing alone but shining with green fluorescence. You
can find the one ‘neuronal tree’ in the middle of the forest composed of many
neurons.

해마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듯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모여 뇌를 구성한다. 나무
한 그루만 보고는 전체 숲의 모습을 알 수 없고, 멀리서 숲만 바라보면 어떤 나무들이

02 Pyramidal Neuron
02 피라미드 신경세포
A nerve cell (neuron) comprised of a triangularshaped cell body as well as dendrites and axons
that are stretched upward and downward from the
cell body, respectively. The human body has more
than a hundred billion neurons. By the shape of
the dendrite, neurons in the cerebral cortex can be
divided into pyramidal cells and stellate cells.
삼각형 모양의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축삭과 수상
돌기가 아래와 위로 뻗어 있는 신경세포. 우리 몸에

숲을 이루는지 알기 어렵다. 뇌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이 사진은
생쥐의 01해마 단면을 찍은 사진으로 살아있는 생쥐의 수많은 신경 세포들 중 단
하나의 CA1 02피라미드 신경세포만을 탐지한 것이다. 해당 세포가 다른 많은 세포들과
어떤 상호작용으로 활성화되는지 패치클램프 기법으로 관찰했다. 패치클램프란 미세
유리 전극을 이용하여 세포막 전압을 측정하는 실험 기법이다. 패치클램프로 관찰
했던 해당 세포를 찾아 모양을 관찰하기 위해 뇌 슬라이스를 형광 염색했고, 그 결과
형광 빛을 내며 오롯이 서있는 단 하나의 신경 세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신경세포
들이 만들어낸 숲 속에서 신경 세포 한 그루를 포착한 이미지다.

는 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뉴런)이 있다. 이를 수
상돌기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대뇌피질에는 피라
미드 세포와 성상세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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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Disaster
이중 재난

LIE Eunkyung
이은경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I wanted to express the unexpected happening that occurred during an
occurrence of the Morris' water maze experiment, an animal behavior
experiment. The experiment has a mouse which swims in water and visits a
hidden escapable island, which is conducted to study spatial perception and
memory. Through several trials, the mouse finds the island between 20 seconds
and 1 minute. The mouse in the video is too smart to go directly to the island and
eventually escapes the 100 centimeter water tank. It is rare for ordinary mice to
find the island, and even if they do, they wait there as they do not always know
where to go. I have expre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ce with the pop art of
Andy Warhol’s 01Silver Car Crash, Double Disaster and the video art of Nam June

01 Silver car crash, double disaster

Paik’s 02Egg Grows. An unexpected accident that occurs during the experiment

01 실버 카 크래쉬, 이중재난

and widely varying results are a double disaster to researchers.
행동실험 중 하나인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 중 생긴 헤프닝을 재밌게 표현했다.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은 생쥐가 헤엄치며 공간을 지각하고 기억에 의존해 물속에 숨겨진 탈출
섬을 찾는 게 핵심이다. 여러 번의 학습을 거치면 생쥐는 탈출 섬을 20초에서 1분
사이에 찾게 된다. 동영상 속 생쥐는 너무 똑똑해 탈출 섬을 한 번에 찾고 지름 100cm의
수중 탱크를 탈출해버린다. 보통의 생쥐들은 탈출 섬을 찾는데 헤매기도 하고, 찾더

02 Egg grows
02 달걀이 성장하다

라도 가만히 기다리곤 한다. 똑똑한 생쥐가 벌인 이 헤프닝은 굉장히 관찰하기 드문
현상이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쥐의 톡톡 튀는 특성을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의
작품 01‘실버 카 크래쉬, 이중재난’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02‘달걀이 성장하다’ 라는 작
품의 요소를 가미해 나만의 ‘이중재난’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실험 중 발생한 예기치

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동영상 감상하기

못한 사고와 최종 결과 값에서 튀어버리는 똑똑한 생쥐는 연구자에게 이중 재난
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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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Disaster

메이즈 러너 : 이중 재난
해마의 기억으로 '탈출섬'을 찾아라!

이중 재난

The Maze Runner: Double Disaster
Locate the "escape platform" via
the spatial memory in the
hippocampus!

수중 미로 실험 시작 지점

수중 미로 실험 시작 지점

수중 미로 실험 시작 지점

공간 지각을 위한 좌표 표시물

탈출섬

Images taken from "Wikipedia" and modified
위 이미지의 출처는 '위키피디아'이며 수정됨.

What is the Morris' water maze experiment?
The Morris' water maze experiment is conducted to check whether the hippocampus, a region of
the brain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spatial memory processes, is functioning normally or not. The
researcher trains the mice to find an escape platform hidden underwater in a water tank and then
measures how fast and accurately they can remember the location of the platform.

Procedure
1. Considering the nocturnal nature of the mice, conduct experiments during the dark cycle of the
daily period. Except when being exposed to a water tank, the mice are left to relax sufficiently in a
darkroom.
2. Fill a water tank with water and add water-soluble paint to make the water opaque. (*Note: Keep
appropriate distance and water surface height so that the mice cannot escape from the water tank
by climbing up a wall or using an escape platform.)
3. Adjust the light reflected from the water surface, temperature of the water, and room temperature/
humidity to a level appropriate for swimming.
4. Expose the mice to three individual parts among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quadrants
(excluding the part where the escape platform is hidden). Train the mice for spatial learning three to
four times a day, at one-hour intervals. On a certain day, if it takes less than 20 seconds for the mice
to locate the escape platform, the learning shall be regarded to have been completed. (*Note:
During the learning period, ensure that four different spatial indicators are consistently attached.
After exposing the mouse to the water surface, immediately hide yourself below the height of the
water tank.)
5. On the next day, release the mice into the central area of the water tank without the escape
platform and measure the spatial memory of the mice by measuring how close they swim to the
spot where the escape platform used to be. In order to produce interpretable results, the number of
the mice i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shall be not less than 10. It is also possible
to conduct additional experiments, changing the location of the escape platform elsewhere or using
transparent water to check whether the vision of the mice is normal or not.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 과정
1. 야행성 생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주기 중 암(暗)주기에 실험을 수행한다. 생쥐는 수조에 노출될 때를 제외
하고 암흑 방에서 충분히 안정을 취한다.

2. 수조에 물을 채우고 하얀색 수성 페인트로 물 아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섬을 위치시킨다 .
(*주의 : 수영 중 벽을 타거나 탈출섬을 딛고 수조를 이탈하지 않게 일정 거리와 수면 높이를 유지한다.)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이란?

3. 수면에 반사되는 빛과 수영하기 좋은 물 온도, 방의 온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

뇌 영역 중 공간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생쥐에게 수조의 물속에 감춰진 탈출섬
을 찾는 훈련을 시킨 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탈출섬의 위치를 기억해내는지 측정한다.
A rat in the Morris' water maze test.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에서 실험쥐가 수조에서 숨겨진 탈출섬의
위치를 공간 기억에 의존하여 찾아가고 있다.

4. 생쥐를 동, 서, 남, 북 4군데 중 탈출섬이 숨겨진 곳을 제외한 3군데에 노출시킨다. 1시간 간격으로 3-4회
반복하여 공간 지각 학습 훈련을 한다. 탈출섬을 찾는 시간이 20초 아래로 내려가는 날 학습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주의: 학습기간 동안 4개의 다른 공간 지표를 일정하게 부착하며, 수면에 생쥐를 노출한 후 곧
바로 수조 아래로 몸을 숨겨야 한다.)

5. 다음날, 탈출섬이 없는 수조 중간에 생쥐를 놓아 탈출섬이 있던 위치에서 수영하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공간 기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해석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을 각각 10마리 이상으로

Image taken from "google"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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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동영상 감상하기

한다. 탈출섬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거나 깨끗한 물에서 수행하여 생쥐의 시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추가 실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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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Loop
생명의 무한고리

GO EunKyeong, PARK YuJin
고은경, 박유진
IBS Communications Team
IBS 커뮤니케이션팀

Some say living is the journey into dying. All lifeforms cannot escape the death.
Despite the inevitable destiny of death, living creatures fight to survive and make
compromises to challenging environments. They also perpetuate their existence
by leaving behind original traits in offspring’s’ DNAs. The essence of living
beings pass down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continuing loop of life, death, and
rebirth.
For example, plants strive to make change one after another to survive. When
they shed flowers and leaves, plants ensure the separation process to be
precise and minimal as it may increase vulnerability to environmental peril. A
molecular brace made of lignin embraces the cells which are going to be shed
from the plants in order to localize cell wall breakdown and spatially restrict the
detaching cells.
This Infinite Loop illustrates the continuing loop of life, death, and rebirth-the
eternal cycle at the heart of everyday living.
누군가는 생명을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의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을 맞이
한다.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그럼에도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타협을 벌인다. 생명체가 생명을 이어가는 궁극의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를 유산으로 후대에 넘긴다. 유전을 통해 하나의
개체는 죽지만 존재의 본질은 선대에서 후대로 끝없이 이어진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도 예외는 아니다. 생존을 위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다. 탈리 현상(꽃잎, 나뭇잎 등 식물의 일부 기관이 본체에서 분리되는 현상)이 그 단적인
예다. 식물은 리그닌(Lignin)이란 물질을 이용해 노화된 꽃잎이나 나뭇잎 등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은 조직을 떨어뜨려야 할 정확한 위치에서 이탈시키는 전략으로 영양 손실을
막는다. 떨어지는 꽃잎 하나에도 생명의 신비가 깃들어 있는 셈이다.
본 작품은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생명의 본질이 만든 무한의 고리(탄생-번식-죽음)를
수학기호인 무한대(∞)로 표현해 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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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ece of Femto-Galaxy
펨토은하의 조각

LEE Min-Cheol

Perspective

Best
Image
Award

1st place
1등작

이민철
Center for Correlated Electron System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A single crystalline Ca2RuO4, destroyed by an 01ultrafast laser beam, is modeled
as a workpiece. The broken crystal shows a clear line along the path of the
femtosecond laser pulse incident on the sample. Unlike conventional techniques,
ultrafast spectroscopy can instantaneously introduce a large amount of energy
by using femtosecond ligh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a2RuO4 with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electronic/lattice structures, huge structural changes can
arise, such that the sample is destroyed not by physical contact but merely by
the absorption of ultrafast light. The millimeter-sized black sample with red glue
reminds me of a vast galaxy in the night sky.
찰나의 순간에 빛을 쏘는 ‘펨토초 레이저’가 광활한 밤하늘에 은하를 만들었다. 01펨토초
레이저가 1000조 분의 1초 만에 만든 길을 따라 칼슘루테네이트(Ca2RuO4) 단결정
시료는 파괴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마치 행성의 궤도처럼 뚜렷한 선으로

01 Femtosecond laser
01 펨토초 레이저
A laser that emits pulses of light with a duration
in the domain of femtoseconds (1,000 trillionth of
a second). It allows for observing processes that
occur in an instant (such as physical/chemical
reactions.). Because a femtosecond laser captures
a sample at extremely short time intervals,
researchers can observe the movement of atoms
by arranging pieces of information, which were
obtained by generating a train of pulses, in an
order of time which works like a video made out of
photos.

나타났다. 칼슘루테네이트(Ca2RuO4)는 물질 내 전자들이 서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는
강상관계 물질이다. 강상관계 물질은 전자 구조와 격자 구조 사이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 물리적 접촉 없이 빛만 흡수해도 시료가 파괴될 정도로 구조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시료를 붙이기 위해 사용된 붉은 접착제는 죽음을 맞이하고 폭발하는 별, 초신성
이 떠오른다. 검은색의 칼슘루테네이트(Ca2RuO4) 시료는 칠흑 같은 우주의 어둠을
보여주고 파괴된 시료의 파편들은 우주 속 흩뿌려진 행성들을 연상시킨다. 마치 은하
처럼.

펨토초 레이저는 펨토초(1000조분의 1초) 동안 지속
되는 레이저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물리반응 및
화학반응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극도로 짧은 시간
단위로 샘플을 포착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펄스를
발생시켜 얻은 정보들을 시간 순으로 모으면 마치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든 것처럼 원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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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nd of Snow
눈의 소리

Axel Timmermann, CHU Jung-Eun,
Karl Stein, HA Kyung-ja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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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셀 팀머만, 추정은, 칼스타인, 하경자
Center for Climate Physics
기후물리 연구단

Snow is a crystalline form of water. It insolates soils and plants from harsh
winter conditions, it enhances 01earth’s reflectivity, and it can accumulate in
cold areas to form ice sheets, such as Greenland and Antarctica. In our warming
world, the number of snow days will decrease considerably and climate
computer model simulations show that towards the end of this century snowfall
events in the midlatitudes, such as the one in Busan on January 10th, 2018, will
become rare. When we think about snow, we often think about our childhood—
the experience of building a snowman, the thrill of a snowball fight, or just the
beauty of watching snowflakes. This video clip, which is accompanied by a piano
improvisation, tries to remind us of the beauty of snow as well as its fate in
response to fossil fuel emissions.
눈은 대기 중 수증기가 얼어 결정화된 것이다. 눈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토양과
식물들을 분리시켜 보호하기도 하고, 01지구의 반사율을 높인다. 추운 지역에 쌓이면
그린란드나 남극 빙하와 같은 대륙 빙하가 형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앞으로 눈이 내리는 날은 점점 적어질 것이다. 기후 컴퓨터 모델 시뮬레
이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10일 부산에 내렸던 엄청난 강설은 다시 보기 힘들지
도 모른다. 눈에 대해서 떠올려보자. 어렸을 때 만들었던 눈사람, 스릴 넘치던 눈싸움,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쁜 눈꽃송이들이 생각난다. 피아노 즉흥 반주가 어우러진 본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눈의 아름다움 그리고 화석연료의 배출로 인한 반응으로 앞으로
닥칠 눈의 운명을 얘기하고자 한다.

01 Earth’s Reflectivity

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동영상 감상하기

01 지구의 반사율
An index of the ability of the Earth to reflect solar
radiation.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정도에 대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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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yway in CBST
CBST 안의 은하수

KIM Jae-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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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Center for Correlated Electron Systems
강상관계물질 연구단

Crx(Bi0.1Sb0.9)2-xTe3 (CBST) is the topological insulator that chromium is doped on
(Bi0.1Sb0.9)2Te3. Due to local magnetic chromium dopants, a sample will change to
global 01ferromagnetism. This topographic image was taken to find the magnetic

01 Ferromagnetism
01 강자성
A material’s property of being able to be
magnetized, without an external magnetic field,
and become a magnet.
물질에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 스스로 자기화되어 자석이 될 수 있는 성질

domain boundary on a CBST sample with a 02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It is only 384 03nm x 216 nm in size but resembles the Milky Way.
자기장을 발생시켜 금속을 끌어당기는 성질, 즉 자성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기를 전달하지 않는 절연체이지만 표면에만 전기가 통하는 위상절연체를 살펴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비스무트(Bi), 안티몬(Sb), 텔루륨(Te)로 이뤄진 위상절연체

(Bi0.1Sb0.9)2Te3에 크롬(Cr)을 부분적으로 주입하면 CBST(Crx(Bi0.1Sb0.9)2-xTe3)가 01강자성
을 띄게 된다. 이 사진은 자성 구역의 경계를 찾고자 02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02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02 주사터널링현미경(STM)

Tunneling Microscope, STM)으로 CBST를 관찰한 장면이다. 실제로는 가로 38403nm,
세로 216nm 크기의 사진 속에 담긴 모습이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처럼 느껴진다.

An instrument for observing atoms by bringing
a very sharp and pointed probe tip close to the
surface of a specimen and creating a current
between the tip and the surface.
매우 예리하고 뾰족한 탐침(tip)을 시료의 표면에
접근시켜 탐침과 시료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
하여 원자를 관찰하는 장비

03 nm
03 nm
Nanometer. 1 nm is equal to one billionth of a
meter or one hundred thousandth of the thickness
of a human hair.
나노미터, 1nm는 10억 분의 1미터로 머리카락 굵기
의 10만분의 1의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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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or Bouquet
칸토어의 꽃다발

Model of a Critical Orbit
핵심 궤도 모델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01 Recurrence
01 재귀

Cantor Bouquet

A calculation process by which a function calls
itself repeatedly. The term literally means
"happening again."

The Julia set is an object of study in holomorphic dynamical systems. Its shape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함수가 계속해서 함수

Lelek fan. Also nicknamed 02Cantor bouquet, the fan is an infinite union of lines

자신을 불러내는 연산이다.

has been found to be the same as a model from a continuum theory in topology:
whose tips are densely distributed near every point on these lines.

02 Georg Cantor (1845-1918)
02 칸토어

Model of a Critical Orbit

A German mathematician who created set theory,
which is a branch of mathematics that studies
abstract infinite sets.

These models of the critical orbit of holomorphic dynamical systems resemble

Georg Ferdinand Ludwig Philipp Cantor:
1845~1918년 독일의 수학자로, 추상적인 무한 집합

Cantor Bouquet / 칸토어의 꽃다발

pseudo-hedgehogs. The black zone is made of a myriad of strands radiating from
the center, too densely packed to be seen as seperate lines at this scale.

에 관하여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인 집합론(集合
論)의 창시자

칸토어의 꽃다발

03 Fractal

수학모델에서 01재귀함수로 정의되는 줄리아 집합 중 지수함수로 나타나는 02칸토어

03 프랙탈

의 꽃다발. 줄리아 집합은 일종의 03프랙탈(Fractal) 구조다. 프랙탈 구조는 고사리처럼
부분이 전체를 닮은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하학적 구조이다. 줄리아 집합 모형
은 위상수학에서 “공간 속에서 연속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연구하는 연속체이론에서
나오는 렐렉의 날개와 같은 모습을 띈다. 개별 직선의 끝점이 다른 직선들의 각각의

Fractal structures can be easily found in nature.
For example, brackens have a typical fractal
structure.
'프랙탈 구조는 자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고사리다.

점으로 조밀하게(densely) 모이는 형상이 무한히 반복되며 직선의 합집합을 이룬다.

핵심 궤도 모델
고슴도치를 닮은 핵심 궤도 모델. 프랙탈 구조로서, 중앙의 검정 부분은 중심점에
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점들이 밀집해있어 구현 가능한 해상도로 명확히 표현되지

Model of a critical orbit / 핵심 궤도 모델

못하고 전체적으로 검게 표현됐다.

<자문 : 김선화, IBS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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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Painting Inside Donut
도넛 안의 유화

LEE Ki Hoon
이기훈
Center for Correlated Electron Systems
강상관계물질 연구단

This figure demonstrates Berry curvature of the 01spin wave of a triangular
lattice in nearly a 120 degree alignment. The spin wave forms a band with
a dispersion in the crystal momentum space as the elementary excitation of
magnetic materials. Berry’s curvature is considered an important quantity in
modern condensed matter physics because it contains geometric and further
topological properties of the various excitation states that form bands, including

01 Spin
01 스핀

spin waves. In this figure, we placed a crystal momentum space on the surface
of a torus or donut shape and tried to give a unique perspective by showing the
Berry curvature from the inside. The color represents the size of curvature, and

An intrinsic form of angular momentum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particle movement.

the point where the three black lines meet is the K point, which is the edge of the

입자의 운동과 무관한 고유한 각운동량

crystal momentum space.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설탕 시럽이 흐를 것 같은 도넛의 속살이 형형색색의 곡선

02 Antiferromagnetism

들로 가득하다. 삼각 격자 속에 늘어선 01스핀(spin)의 들뜬 상태인 스핀 파동이 존재

02 반강자성

하는 운동량 공간에 색을 입혀 한 폭의 유화작품처럼 표현했다. 스핀은 아주 미세한

As is shown in the figure, antiferromagnetism
refers to magnetism exhibited when neighboring
magnetic moments or magnetic dipole moments
in a magnetic body are aligned pointing in opposite
directions. In antiferromagentism, the net
magnetization is zero.

막대자석처럼 행동하는데 02반강자성 삼각격자에서는 서로 120도로 벌어진 상태로

아래 그림과 같이 자성체에서 이웃하는 자기모멘트
(magnetic moment) 혹은 자기쌍극자모멘트
(magnetic dipole moment)가 번갈아 반대 방향
으로 배열되어 있어 있을 때 나타나는 자성

정렬한다. 도넛의 내부처럼 닫힌 운동량 공간의 표면에 120도로 정렬된 상태의 스핀
파동의 베리 곡률(Berry curvature) 따라 색을 입혔다. 베리 곡률은 매개변수 공간(예를
들면 운동량) 내의 파동 함수의 기하학적 특성을 담고 있는 양으로 최근 응집물질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곡률의 크기에 따라 도넛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색
으로 빛난다. 세 개의 검은 선이 만나는 지점은 그 값이 가장 큰 곳이다.

(magnetism)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화가 0이
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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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세상에서의 골프 경기 :
버디 혹은 보기?

Perspective

Molecular Golf : Birdie or Bogey?
PARK Jiyong
박지용
Center for Catalytic Hydrocarbon Functionalization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Potential energy surface (PES) illustrates the energetics of a molecular system,
on which the route and the outcome of a chemical reaction can be described.
When color-coded, the surface resembles a golf-course with multiple hills. The
lowest saddle point between the hills is the transition state (TS), which defines
the minimum energy to access the product. Chemists can figuratively play golf
to find the best route to reach the hole (product) from the teeing ground (starting
material). Occasionally, the path passing the TS forks to lead two products,
known as post-transition state bifurcation. When successful, much like a 01birdie,
we obtain cyclopropane as a product; otherwise, we acquire cyclobutane, which
is like getting a 02bogey.

화학 반응은 일종의 골프경기다.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변화의 크기를 색으로 구
분하면 고도가 들쑥날쑥한 골프장이 나타난다. 분자 세상 속 골프장이다. 이 작품은
탄소 고리를 만드는 화학반응 에너지 경로를 골프장 위 검은 화살표로 표현했다. 화학

01 Bridie
01 버디

반응의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울퉁불퉁한 언덕들 사이 가장 낮은 지점인 전이상태

(A-TS-B)를 넘어야만 한다. 골프장이 쏙 들어가는 홀컵에 이르러야 비로소 반응 생성물

In golf, one stroke under par (the number of
standard strokes) for a hole.

이 얻어지기 때문이다 . 화학자들의 역할은 골프장의 홀컵까지 도달하는 최선의

한 홀에서 기본 타수인 파(Par) 보다 하나 적은 타수

경로를 찾는 데 있다. 탄소고리 골프경기는 어떨까. 전이 상태를 지나 퍼팅에 성공

로 홀 인(Hole in) 하는 것

하면 ‘사이클로프로페인’이, 고난이도 구간인 해저드에 떨어진다면 ‘사이클로부탄’이
생성된다. 01버디(Birdie)냐 02보기(Bogey)냐 그것이 문제로다.

02 Bogey
02 보기
In golf, one stroke over par (the number of standard
strokes) on a hole.
한 홀에서 기본 타수인 파(Par) 보다 하나 많은 타수
로 홀 인(Hole in)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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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온 압축 솔레노이드(CMS) 과학 건축의 아름다움

Perspective

CMS – The Art of Science Architecture
Michael Hoch
마이클 호치
CERN (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
CERN (유럽입자물리연구소)

Those visitors fortunate enough to visit the CMS (Compact Muon Solenoid)
experiment at CERN open in all its glory have often commented it could be
CMS1

CMS2

displayed as a work of art. CMS is inside the 27-km Large Hadron Collider (LHC)
the largest and most powerful particle accelerator ever built. It was designed
to explore the secrets of our universe, especially to find evidence for the BroutEngler-Higgs mass generation mechanism and was rewarded by a Nobel Prize

CMS3

CMS4

for the discovery. This detector has a shape of a cylinder 20m in diameter and
25m long. It acts as a giant high-speed camera, taking 3D “photographs” of
particle collisions from all directions up to 40 million times each second with a

CMS1
The colors of CMS - view from the bottom of
experimental cavern 100m below ground looking
towards the surface.

spatial resolution in the micrometer scale.

CMS2
CMS Space Gate - perfect 20m diameter circular
geometry with LHC beam pipe.

보는 사람마다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찬사를 받는 뮤온 압축솔레노이드

CMS3
LHC P5 Interaction Point – ultra high resolution
pixel detector surrounding the LHC interaction
vertex.

(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LHC)에는 CMS를 포함한 네 대의 검출기가 설치되어

CMS4
Cable Map – large segments shifted apart to
provide entry for service work and access to the
cable tracks, which look like the dense road map of
a modern city.

(CMS). 둘레만 27km에 이르러 세계 최대 ‘빅뱅 머신’이라 불리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있다. LHC는 입자물리학 표준모형이 이론과 계산만으로 예측한 힉스 입자의 존재를
증명했다. 일찍이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이론물리학자들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CMS는 초고속 카메라처럼, LHC에서 충돌을 일으킨
입자들의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초당 최대 4000만장까지 촬영할 수 있다.

CMS1 -“The colors of CMS”
100m 지하 실험 공간에서 지상을 향해 바라본

As a scientist, I am fascinated by the massive scale and the high-tech instruments at CERN which
allow mankind to decode nature in incredibly high precision. As an artist, I am charmed by the
intrinsic geometry as well as colors and scale of the science architecture of these experiments
that have the size of mid-size houses. The aesthetics of CMS are associated with its functionality
as a gigantic high precision camera. Periodic multiplicities emerge out of the physical
measurement constrains and the strict scientific precision, which allow us to unravel the secrets
of nature.

CMS 검출기의 모습

과학자들에게, 인류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데 고도의 정밀함을 기하는 CERN의 대형 최첨단 실험

CMS2 -“CMS Space Gate”
CMS 검출기는 LHC의 빔파이프를 중심으로 지름

장비는 최고의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와 색상 그리고 고유의 기하학적 구조는 예술가

20m의 완벽한 원형 구조를 가진다.

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CMS의 미학은 거대한 초정밀 카메라로써의 기능에

CMS3 - “LHC P5 Interaction Point’
LHC의 입자 충돌 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CMS 검출기

있다.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 넘어, 고도의 정밀함으로 우주의 신비를 풀어줄 다양한 현상들을 포착해

CMS4 - “Cable Map”
기능별로 구획화된 CMS 케이블 배선. 마치 현대
도시의 복잡한 도로망을 연상시킨다.

내고 있다.

<자문 : 소중호, IBS 지하실험 연구단 선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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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ight I Count the Stars
별 헤는 밤

KIM Dongwook
김동욱
Center for Catalytic Hydrocarbon Functionalization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This 01diffraction pattern image came from a single crystal x-ray diffraction
experiment. The harmony of aesthetic symmetry is an example of the beauty
in nature. The diffraction with x-ray radiation to single crystal results in a
well-arranged and symmetric pattern. The spreading spots are generated in
a harmonious crystallographic condition. We get a sense of beauty looking at
the symmetrical arrangement of dispersed diffraction spots give us a sense of
beauty resembling stars in the universe.
해질녘 붉게 물든 밤하늘에 뜬 별이 떠오르는 이 사진은 단결정이 빛을 받아 내보내는
회절 패턴을 담은 것이다. 자연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자 매력인 대칭과 균형이 잘
드러난다. 규칙적이면서 대칭성을 가진 단결정의 회절은 마찬가지로 규칙성이 있는
형태로 관찰된다. 01회절 패턴으로 나타나는 분산된 점들의 배열도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다. 마치 밤하늘에 별들이 수놓아진 것처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별 하나에
추억, 별 하나에 사랑. 별 하나에 쓸쓸함을 떠오르게 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
처럼.

01 Diffraction
01 회절
The bending of a wave when it passes around an
obstacle.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를 피해 휘어서 전달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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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s and Wine
다이아몬드와 와인

Matthew Coak
매튜 콕
Center for Correlated Electron Systems
강상관계물질 연구단

Two-dimensional 01magnet MnPS3 is naturally a beautiful translucent lime green
colour. As this photo, taken on the Diamond Light Source x-ray synchrotron in
the UK, shows, squeezing this material between two diamonds changes it to a
gorgeous deep red. With the light shining through it from behind, it looks like
a droplet of the finest claret (Bordeaux). Surrounding the crystal in the centre,
you can see the perfect facets of one of the two flawless natural diamonds.
The crystal experienced 100,000 times atmospheric pressure - 100 times the
pressure at the bottom of the Mariana Trench and enough to turn oxygen solid!
The drop in energy changed the green to a red colour as MnPS3 was driven from
an insulator to a metal, which was found to occur at 300,000 atmospheres.
다이아몬드 반지 사이로 레드와인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이 낭만적인 사진은 영국
다이아몬드 방사광 가속기(전자를 빛과 같은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연구소에서
촬영됐다. 01자성을 띠는 물질인 삼황화린망간(MnPS3)은 2층 구조의 2차원 물질이다.
상온 상압에서는 싱그러운 라임의 색을 띠지만 산소조차 고체로 변하는 고압의 세계
에서는 최상급 보르도 클라레 와인 한 방울 같은 심홍색으로 바뀐다. 다이아몬드가
대기압의 10만 배에 이르는 압력을 가하자 에너지를 잃고 붉게 변한 것이다. 30만

01 Magnetism
01 자성

기압 아래 극한 상황 속 와인 방울은 어떻게 변할까? 연구에 따르면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삼황화린망간(MnPS3)은 선명하게 빛나는 광택을 지닌 금속이 된다고 한다.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Specifically,
magnetism refers to various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when they are magnetized in magnetic
fields. For example, a magnetic material can have
a property of attracting iron.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 구체적으로는 물체가 자기장
속에서 자화되었을 경우에 그 재료가 나타내는
자기적인 여러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를 띤
물체가 쇠붙이 등을 끌어당기거나 하는 성질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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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Catalyst Alive?
촉매가 살아있다고?

KIM Jeongjin
김정진
Center for Nanomaterials and Chemical Reaction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The molecules that cause chemical reactions breathe new life on the
atomic surface of catalyst materials. Much like how minuscule movement
can trigger a huge typhoon at sea, an atomic-size wave packet, which is
smallest measurement unit of material, can instigate tremendous effects
where molecules meet atoms on a catalyst surface. Repeated collisions at
the molecular level on a platinum-nickel catalyst surface with atomicallylayered adsorptions of carbon monoxide and oxygen molecules result in the
reconstruction of atomic layers and a new catalytic reaction.
광활한 우주에 비해 미물에 불과한 나비의 움직임이 거대한 태풍을 부르는 ‘나비
효과’처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인 원자의 파동에도 나비효과가 있다. 분자들과
원자들이 만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롭고 거대한 움직임이 태동
되기 때문이다. 이 사진에는 백금(Pt)-니켈(Ni) 촉매의 표면을 구성하는 원자층 위에서
일산화탄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충돌을 반복하는 과정이 담겼다. 표면이 충돌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은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촉매 반응의 비밀들을 풀 열쇠를 쥐고 있다.
촉매 물질의 표면을 따라 끊임없이 배열된 원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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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M in the Microworld
마이크로 세계 속 우리

NAM Kibom
남기범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Optical tweezers are scientific instruments that can trap micro-size objects
with a highly focused laser. Holographic optical tweezers can generate multiple
optical traps with a single laser source. It can generate any arbitrary position of
optical traps. This work shows optically trapped 2-01micrometer 02polystyrene
particles in deionized water spelling out “ibs. CSLM” an acronym for the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광학 집게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마이크로 크기(μm)의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과학 장비다.
광선 에너지를 이용해 입자를 레이저 빔 안에 가두는 원리로 작동한다. 홀로그래픽
광학 집게는 하나의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광학 집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01 Micrometer(μm)
01 마이크로미터(µm)
1 μm is equal to one millionth of a meter or one
hundredth of the thickness of a human hair.

임의의 위치에 여러 개의 광학집게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홀로그래픽 광학 집게를 이용해 ‘ibs. CSLM’ 문구를 만들었다. CSLM은 작가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첨단연성물질 연구단(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의 줄임말이다.
문구에 나타난 점들은 2 0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02폴리스티렌 입자다.

마이크로미터는 1백만 분의 1m에 해당하는 길이로,
1μm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0과 같다.

02 Polystyrene
02 폴리스티렌
A polymer made by the bonding of two or more
styrenes. A styrene is an organic compound
made up of a vinyl group bonded onto benzene.
Polystyrene is also known as styrol resin. Because
polystyrene is transparent and can be easily
molded, it is frequently used for single-use cups,
snack packaging, etc.

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동영상 감상하기

벤젠에 비닐기가 붙은 유기화합물인 스티렌이 2개
이상 결합한 중합체. 스티롤 수지라고도 한다. 투명
하고 형상을 만들기 쉬우므로 1회용 컵, 과자의 포장
용기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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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ret Door
비밀의 문

JOUNG Mijoung
정미정
Rare Isotope Science Project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The particles in the picture are lanthanum carbide (LaC 2) and will be used
to generate 01rare isotopes. Isotope separation on-line (ISOL) is a method to
generate rare isotopes that do not naturally occur. A variety of isotope targets
are used in ISOL facilities around the world. The LaC2 target is a thin disk under
development by the Rare Isotope Science Project (RISP). To achieve high yield
of the rare isotope, the particles of LaC2 should be evenly spread over the whole
area of the target disk to prevent local temperatures rise when the particles
collide with the proton beam. Temperature rise in small area can cause thermal
damage to the target disk. However, crystal structures made of agglomerate
particles were observed in some parts of the target disk after fabrication. A hole
was formed in the mass of particles, which brought to mind the secret cave that
Ali Baba enters.
사진 속 작은 알갱이들은 01희귀 동위원소를 생성하기 위해 제작된 LaC2 (탄화 란타늄)
입자들이다 . 자연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희귀동위원소를 만들어 내기 위한

01 Rare Isotopes

방식 중의 하나로 가벼운 이온을 무거운 원소의 표적에 충돌시켜 많은 양의 희귀

01 희귀 동위원소

동위 원소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을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온라인 동위

Isotopes refer to atoms of the same element which
have the same atomic number but different mass
numbers. The number of the protons within each
atomic nucleus is the same but the numbers of
neutrons within the nucleus differ, which accounts
for the difference in mass numbers. Discovery of
rare isotopes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new possibility of unveiling the fundamentals of the
birth of the Universe and treating cancer.

원소 분리 ) 이라 한다 . 현재 세계 여러 ISOL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표적을

동위원소란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

결정 현상이 관찰되었다. 입자끼리 서로 뭉쳐지며 주변에 구멍이 생긴 모습이 꼭 알리

를 말한다. 핵 내의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달라진다. 희귀 동위

개발, 사용하고 있다.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RISP)에서 개발 중인 LaC2 표적은
얇은 두께의 디스크 형태이다. 디스크 형 표적은 LaC2 입자들이 디스크 전체 면적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양성자 빔과 표적의 충돌 시 발생하는 온도 상승을 막아 표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표적을 제작하던 중 디스크 일부 구역에서 입자끼리 뭉쳐지는
바바가 들어간 비밀의 동굴처럼 보인다.

원소의 발견은 기존에 없던 원소를 발견하여 우주
탄생의 원리를 규명하고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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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kind in the Nanoworld
나노세계를 통해 본 인류

LEE Hyosun
이효선
Center for Nanomaterials and Chemical Reaction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The video shows the sequence of in situ 01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images of platinum-cobalt (Pt3Co) bimetallic nanoparticles, where a cobalt
oxide (CoO) layer is formed on the surface of the nanoparticles. The atoms in
the nanoparticles, arranged in a regular array, seem to keep their position, but
the atoms change slowly as the environment changes. Here, Pt3Co bimetallic
nanoparticles are not observed in a high-vacuum environment, but in an oxygen
gas (O2) environment measured in real time while applying heat. In this research,
we have found that the cobalt atoms move to the surface of the nanoparticles
atom by atom and form a single CoO layer on the top surface during the catalytic
reaction,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the catalytic activity. While researching
these small nanoparticles, we are reminded that mankind gradually tries to find
a way to adapt to surrounding changes and moves toward a better direction.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노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규칙적으로 나열된
나노입자 속 원자들은 제자리를 견고히 지킬 것만 같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면 원자
들도 그에 맞춰 서서히 변화한다. 본 작품은 코발트 산화물(CoO) 층이 백금-코발트

(Pt3Co) 합금 나노입자 표면에서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01투과전자

0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01 투과전자현미경(TEM)
A microscope that forms an image by transmitting
a beam of electrons through a specimen and using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s. Because
the wavelength of the electron is much shorter than
that of light, a TEM can make higher resolution
images compared to optical microscopes.

현미경(TEM) 영상이다. 산소 가스가 가득 들어찬 환경에서 열을 가하자 코발트 원자
가 하나씩 합금 나노입자 표면으로 이동해 산화물 층을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만드는 촉매 반응이 더 활성화된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서서히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작은 나노입자
에서 비춰본다.

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동영상 감상하기

전자 빔을 시료에 쏘아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의 정
보로 이미지를 읽는 현미경. 전자는 빛보다 파장이
훨씬 짧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보다 고배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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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상_ALICE,
셀카로 자신의 모습을 담다

Perspective

Self-portrait - the ALICE’s Innermost
Particle Detector Looks at Itself
Magnus Mager
매그너스 매거
CERN (Conseil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
CERN (유럽입자물리연구소)

The pictured detector elements measure about 20cm by 40cm (diameter x length)
and will form the innermost part of a cylindrical particle detector that will soon
(2020) be installed in ALICE, an experiment at the Large Hadron Collider (LHC)
located at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in Geneva,
Switzerland.
ALICE (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 studies the origin of the Universe, when

ALICE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LHC)에서 진행되고 있는

matter was like a soup of quarks and gluons. ALICE ’s innermost part will be

연구 프로젝트다. 초기 우주에서 빅뱅 직후 핵에서 떨어져 나온 쿼크와 글루온과 같은

tiled by about 25,000 CMOS particle sensors, each 1.5cm x 3cm in size. CMOS

소립자가 자유롭게 섞여있는 현상을 재현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를 밝히는

sensors are found in everyday consumer products, like webcams, but here they

연구다.

are used to take 12.5 gigapixel images of particles coming from high-energy

ALICE 내부 입자 검출기에는 2500개의 CMOS 이미지 센서가 부착된다. CMOS 이미지

collisions.

센서는 디지털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며 우리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기술로서 ,

Beyond detecting charged particles, these sensors are also sensitive to sudden

고에너지 중이온의 충돌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입자들을 12.5 기가 픽셀 화소의

changes of light levels. This feature was utilized here in an old analogue SLR

이미지로 포착한다.

camera, where the 35mm film was replaced with the CMOS particle sensor,

CMOS 센서는 전기를 띤 입자를 검출할 뿐 아니라, 빛의 세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

effectively turning it into a digital camera.

한다. 아날로그 SLR 카메라에 35mm 필름 대신 CMOS 이미지 센서가 부착된 검출기

The specific "aura" of the resulting photographs is caused by the fully binary

부품이 활용됐다. 마치 디지털 카메라로 셀카를 촬영하듯이, ALICE 내부 입자 검출기가

operation of the sensor: pixels are either fully black or fully white. Moreover,

자신의 주요 모습을 포착했다.

some noise of white and black speckles is created by operating the camera at

흑백 CMOS 센서로 고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검은점과 흰점은 어두운 곳에서 고감도

very low thresholds. Finally, a black square pattern is a result of opaque metal

로 촬영해 임의로 연출된 노이즈다. 흰색 영역에 나타나 있는 사각 검정 패턴은 센서

structures on top of the sensor that is meant for the electrical interconnection of

위에 부착되어 있는 미세한 기판의 모습이 빛을 가려서 보이는 현상이다.

the sensor to the detector circuit boards.
The innermost part of a cylindrical particle
detector (to be soon installed in ALICE) is attached
to an analog camera.

<자문 : 하창현, IBS 지하실험연구단 연구위원>

중이온 충돌 실험(ALICE)의 원형 검출기 가장 중심부
에 위치할 부속품(가로 20cm x 세로40cm)이 부착
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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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LOOP :생명, 변화와 연속성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shared the aesthetic value of
the worlds discovered by scientists during research in their
respective fields at 2018 IBS Art in Science, which was held
from 17 September to 28 December.
The 4th Art in Science exhibition presented a total of 61
pieces from researchers of IBS Centers as well as the world-

IBS Science and Culture Center (Sep. 17 - Dec. 28)

2018 Art in Science

Exhibition at a Glance
50

2018
Art in Science

renowned institutions of the French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 (CNRS) and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Mainly comprised of two exhibit zones, the exhibition was
designed to provide a dynamic experience with additional
spaces, such as video zones and a hands-on experience
section. The 'Life' zone highlighted the beauty and essence
of life previously only seen by scientists. The 'Perspective'
zone featured scientific’ perspectives on the unique aspects
of materials.
9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최된 2018 IBS Art in Science에
는 과학자, 예술가, 일반 대중 등 다양한 관람객이 방문해 과학
속 숨겨진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제 4회 Art in Science에는 IBS 연구진들이 직접 출품한 작품을
비롯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CERN에서 보내온 작품
까지 총 61작품이 전시되었다.
크게 두 개의 존 (Zone) 으로 나누고 영상존 , 체험공간을
마련해 입체적인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 첫 번째 Zone 인

Life에서는 생명과학분야에 집중하여 과학자들만이
볼 수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본질을 담았다. 두 번째 Zone인

Perspective에서는 과학자의 시각으로 해석한 아름다운 물질
의 세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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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LOOP

Every section of the exhibition showed our detailed efforts to provide visitors with more fun
and interesting experience. The video zone set up as a dark room allowed visitors to have more
dynamic experience of watching film clips. The installation and photo zones were populated
with many visitors. Additional information of the artworks, such as background information and
illustrations is provided to help to raise the public’s understanding. Enough resting areas and a
hand-on experience zone were available for visitors.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흥미로운 전시 관람을 위해 곳곳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암실로
이뤄진 영상존을 조성해 영상작품을 생생히 느끼도록 하고 설치 작품과 포토존으로 전시 방문을
기념하도록 했다 . 또한 배경정보 , 일러스트 등을 추가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과학적 지식을 얻고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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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Journal
Silver Car Crash:
Double Disaster,
the Inside Stories of
Researchers

작업일지
은색 차 충돌 :
이중 재난, 연구자들의 남모를 속사정
LIE Eunkyung, Research Fellow of IBS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 이은경,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연구위원

01 Conflict of Interest

01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is a phrase that any researcher who has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논문을 투고해 본 연구자라면

ever contributed a paper has encountered at least once before.

한번쯤 마주했을 단어다. 이해 충돌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함

The phrase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a researcher is unable

에 있어 그 결과와 과정에서 얽힌 이해 관계로 객관적 판단을

Experiment space with respect for research ethics and animal protection

to make an objective judgment due to an interest relationship

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대부분의 학술지는 논문의 말미에

연구 윤리 규정 준수와 동물 보호 및 존중이 철저한 실험 공간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 or the process of his/her research.

연구자가 스스로 ‘이해 충돌 상황이 없었음’을 알리도록 하고

Most academic journals prescribe that researchers shall include

있다.

a following notification at the end of their paper: "No conflict of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연구자의 삶은 이해 충돌의 연속이다.

Ocean: although research activities are brisk, there are things left

필자가 소속된 기초과학연구원(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은 뇌

interest exists."

‘화이트 칼라’로 불리우는 연구자의 삶은 끊이지 않는 노동의

to study. With the occasional release of movies and fiction about

정신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냅스에 주목했다. 시냅스는

Paradoxically, however, the life of researchers is a continuation

현장 속에 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를 위한 시간적, 정신적,

the human brain, neuroscience has become a somewhat popular

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로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일어나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lthough they are called white-collar

육체적인 투자를 줄여 연구에 할애한다. 연구 성과를 위해 끊임

topic. Thanks to the efforts made by research at home and

는 작은 창구다 . 이 소통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workers, researchers are living a life of ceaseless physical

없이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 원금이 손실되는 상황

abroad, the secrets of the brain are being revealed one by one

규명해 뇌 질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의

labor. By reducing temporal, mental, and physical investment to

에서도 보람을 느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대외적으로 우아함을

and a significant part of what seemed only possible in a fantasy

연구가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제공할 것

maintain social life for themselvess, they concentrate on their

잃지 않아야 하고, 본인의 결과물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을

became a reality. Notwithstanding, there still exist areas that lack

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필자와 동료 연구진들은 ‘이해 충돌’

research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and society. They

증명해야 한다.

clear solutions. psychiatric disorder is one of them.

적인 삶을 살고 있다.

not only have to reinvest in their work in order to produce good

필자의 연구 분야는 대중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생물 분야 ,

The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of the Institute for

results, but also are forced to feel encouraged even when they

그 중에서도 ‘신경과학(뇌 과학)’이다. 신경과학 연구는 역사가

Basic Science (IBS), where I conduct my research, has been

are faced with a loss of principal. Moreover, researchers should

상대적으로 짧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 연구는

focused on synapses in order to unveil the causes of psychiatric

maintain their dignity externally and prove that their research

활발하지만 아직 연구해야 할 것이 남은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

disorders. A synapse is a basic unit of the brain and serves as a

outcomes can contribute to society.

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이다. 뇌를 소재로 한 영화나 문학

channel for communication between nerve cells. Our research

The research field that I am involved in is biology, a discipline that

작품이 왕왕 등장하면서 뇌 과학은 어느덧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aims to show the root causes of psychiatric disorders by revealing

is relatively familiar to the public. More specifically, my research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외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뇌의 비밀이

what exactly happens at such a channel. Believing that our

is focused on neuroscience (brain science), which has a shorter

조금씩 밝혀졌고 , 상상 속에 머물던 일들은 상당 수 현실이

research will at least provide flickers of hope to suffering patients

history and thereby has many uncharted territories. Neuroscience

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and their families, my colleagues and I are living a life with a

Entrance of behavioral test and mice facility newly established in Moonji-dong

is positioned somewhere between the Red Ocean and the Blue

부분이 있다. 바로 ‘뇌 정신질환’이다.

"conflict of interest" again today.

문지동에 신설된 행동 실험 시설과 생쥐 생육 시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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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ouble Disaster
Double Disaster is the title of the second artwork that I submitted
to the Art in Science exhibition. A "smart mouse,"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k, embarrassed me as a researcher by creating
unexpected situations. The mouse was supposed to swim here
and there in a water maze, searching for an "escape platform."
However, the mouse swiftly and accurately grasped the location of
the platform and swam straight to the target. Moreover, it jumped,
like Superman, over a distant wall that was taller than itself
and escaped from the water tank. The lyrics of the background
song speaks for the mouse deciding to escape. As in the lyrics,1)
"following the light that sets me free," the mouse made a leap.
Based on the information about patients, researchers at the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have been testing the mice
modified to be deficient in synaptic proteins to study the abnormal
structure and functional changes in the brain.
In order to find the behavioral changes of the genetically modified
mice, researchers conduct the Morris' water maze experiment and
video-record the mice’s behavior for analysis.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is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hippocampus, a region
of the brain which has a central role in spatial memory processes.
While swimming in a water tank filled with opaque water, the mice
are trained to perceive space and to learn the location of an escape
platform. After the training is repeated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the animals have to exactly locate the platform by relying on their
memory. On average, the mice arrive at the escape platform within
a minute. The larger the number of times the animals are exposed
to the water tank, the less time it takes for them to arrive at the
platform, which is an expected result. When the mice arrive at the
platform, they wait for the researcher’s rescue. The mice which do
not easily locate the platform are regarded to have hippocampal
dysfunction.
The mouse in Double Disaster showed very unusual behavior
because although the location of the escape platform was always
fixed, the starting point differed every time the mouse was

1) "Stranded in the open / Dried out tears of sorrow / Lacking all emotion /
Staring down the barrel waiting for the / Final gates to open / To a new
tomorrow / Moving with the motion / Following the light that sets me free /
Sets me free." This song gave the audience the fun of finding out the hidden
meanings of the lyrics. Track: Warriyo-Mortals (feat. Laura Brehm) [NCS
release] Music provided by NoCopyright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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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ed to the water tank. Furthermore, this smart mouse left
the experiment space and tried to run away on the lab floor. There
was no time to marvel at the mouse’s extraordinary ability. It was
imperative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animal be captured before
it went out of the facility.
Now, you may be able to fully understand why the title of my work
is Double Disaster. You may be able to empathize with a researcher
who experienced double torture in terms of taking additional
trouble patiently due to a mouse that behaved so differently
compared to the average results of the ordinary mice, as well as
having to wander around, skipping over obstacles, to capture the
mouse after an unexpected accident. Every day, in order to conduct
the Morris’ water maze experiment, the researcher fills a water
tank (over 100 cm in diameter and over 50 cm in depth) with water
mixed with water-soluble paint. The temperature, illumination,
and humidity have to be kept appropriate for the mice, which are
nocturnal animals, to swim. Then, the researcher trains about 20
mice, which can produce significant results, for spatial learning.
The training is conducted three to four times a day, at one-hour
intervals. When the training period is over, separate experiments
are conducted to check the memory of the mice. It takes as many
as more than half a month to complete these procedures. However,
the experiment results are simply turned into one single graph in a
corner of a research paper. I suspect that every graph inserted in a
paper, not only in the field of biology but also in other disciplines,
has a similar struggling story.
Through Double Disaster , I wanted to talk about the life of
researchers, which has been hidden behind the "glory" of a new
scientific discovery. Instead of uncovering researchers’ difficulties
in a gloomy and serious tone, I wanted to communicate with
viewers in a lighthearted way. For the sake of familiarity, I based my
idea on Andy Warhol’s Silver Car Crash (Double Disaster) and Nam
June Paik’s video art work Egg Grows and tried to make my own
"Double Disaster" work. I transformed the original video-recordings
of the experiment into black and white, and adopted a "charade"
method by which hidden emotions are expressed through simple
gestures. I hoped that viewers might become curious about
an object that is not very predictable and could naturally gain
knowledge about it.
In addition, I wanted to solicit empathy. While conducting an
experiment, I often feel pity for the wet mice. Sometimes, however,
it occurs to me that I am not better off than the mice are. I expected

a coexistence of three perspectives: that of the smart mouse,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k; that of the researcher who ceaselessly
repeats behavioral experiments; and that of the viewers who
empathize with the whole situation depicted in the work. After
all, whether it be the mouse that swims seriously to escape from
a water maze, the researcher who gets worn out from repetitive
experiments, or the public who spends a hard day, aren’t we all
bound to encounter big or small daily disasters?

이러한 측면에서 <이중 재난> 작품 속의 주인공 생쥐는 굉장히
보기 드문 행동을 한 것 이다. 왜냐하면 탈출섬의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지만, 수조에 노출될 때마다 헤엄을 시작하는 위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 게다가 이 똑똑한 생쥐는 실험 공간을
벗어나 연구자의 현장으로 도주를 시도한다. 생쥐의 비범함에
감탄할 시간도 없이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쯤 되면 작품의 제목이 왜 ‘이중 재난’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생쥐들이 보이는 평균 결과 값과 너무나도
다른 행동을 보인 생쥐로 인해 추가적인 수고로움과 인내가 필요
하게 된데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쥐의 행방을 찾아 장애물을

02 이중 재난

걸쳐 넘으며 헤매야 할 연구자의 이중고가 느껴지지 않는가.

<이중 재난>은 필자가 ‘Art in Science’에 출품한 두 번째 작품

높이 50cm 이상의 수조를 수성 페인트 물로 가득 채운다. 야행성

이다. 작품 속의 주인공인 ‘똑똑한 생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생쥐가 수영하기 좋은 온도와 빛 그리고 습도를 유지하며

만들어 연구자를 당황케 했다. 예상대로라면 생쥐는 ‘탈출섬’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20마리 정도의 생쥐들과 함께 1시간

찾아 미로 속을 이리저리 헤매야 했다. 하지만 주인공 생쥐는

간격으로 하루에 3~4번씩 공간 학습 훈련을 한다. 그리고 기억

탈출섬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직진으로 도착한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하고 나면 한달의 절반이

것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곳의 제 키보다 높은 벽을 ‘슈퍼맨’같이

훌쩍 지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실험 결과는 논문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을 위해 연구자는 매일같이 지름 1m,

1)

날아올라 탈주를 감행했다. 배경에 깔린 노래의 가사 는 도주

한 구석에 자리잡은 그래프 한 개가 될 뿐이다. 비단 생물 분야

를 결심하는 생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생쥐는 가사처럼

뿐 아니라 논문에 실리는 모든 그래프들 속에는 이와 비슷한

‘나를 자유롭게 해줄 빛을 따라서’ 도약했다.

애환들이 뒤섞여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 연구단은 환자 정보를 기반하여 시냅스 단백질이 결손 된

< 이중 재난 > 작품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는 영광

실험 생쥐를 제작해 , 뇌의 구조와 기능적 이상을 확인하고

뒤편에 숨겨진 연구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연구자의

있다 . 유전자 변형 생쥐의 행동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고충에 대해 무겁고 심각하게 토로하기보다는 가볍게 관람객과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을 수행하고 분석을 위한 영상을 기록

소통하고 싶었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앤디 워홀의 작품

한다.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은 공간 기억을 관장하는 뇌 영역인

‘실버 카 크래쉬, 이중 재난’과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달걀이

해마의 기능을 평가한다. 생쥐는 하얀색 물이 가득 찬 미로 속

성장하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필자 만의 ‘이중 재난’ 작품을

을 헤엄치며 스스로 공간을 지각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탈출섬의

만들고자 했고 , 원본 실험 영상을 흑백으로 가공해 ‘단순한

위치를 반복 학습한 다음, 기억에 의존해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동작으로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는 셔레이드 기법(charade)’을

한다. 평균적으로 생쥐들은 1분 내에 탈출섬에 도착한다. 이후

적용했다 . 작품을 본 관람객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실물에

수조에 노출될 때마다 시간을 점점 단축해가는 예상된 행동을

대해 궁금증이 일어 자발적으로 지식을 얻기를 바랬다.

보이고, 탈출섬에 도착한 생쥐들은 연구자의 구조를 기다린다.

더불어 동감을 구하고자 했다 . 실험을 하다 보면 물에 젖은

이 과정 중에 생쥐가 탈출섬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해마

생쥐에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쥐와 필자가 다를

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작품의 주인공인 똑똑한 생쥐와
끊임없이 행동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며 공감하는 관람객. 이 세 가지의 시선이 공존하기를 바랐다.

1) Stranded in the open, Dried out tears of sorrow, Lacking all emotion, Staring
down the barrel waiting for the, Final gates to open, To a new tomorrow,
Moving with the motion, Following the light that sets me free, Sets me free:
작품 내 음악의 가사 속 숨은 의미를 찾는 재미를 주었다.
Track : Warriyo - Mortals (feat. Laura rehm) [NCS release] music
provided by NoCopyrightSounds.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 열심히 헤엄치는 생쥐도, 실험을 하다
지친 연구자도, 고된 하루를 보내는 대중들도 일상 속 크고 작은
재난을 마주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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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rt "and" Science

03 아트 '앤' 사이언스

"Now I’m going through a similar period ... of hope and desolation.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But I must plod on and anyway, after a while I’ll understand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more.... If it were that easy, one wouldn’t take any pleasure in it."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The above quotation may read as if it were about the difficulties

과학자가 연구 과정 중의 고뇌를 말한 듯한 이 문장은 유명 화가

that scientists face when they conduct research. In fact, the

반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문구다. 흔히

quotation is from a letter that Vincent van Gogh wrote to his

과학은 냉철함, 예술은 감수성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younger brother Theo. It is usually thought that science requires

과학과 예술은 다르지 않다. 고흐는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cool-headedness, while art requires sensitivity. However, the

무시한 작업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예술에 필요하다고 했다.

two fields are not different. Van Gogh said that creating a work

세밀한 관찰력과 정확성, 일련의 정형화된 절차를 수행하는

of art required perseverance, concentration, and consistent

능력은 과학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observation. Close observation, accuracy, and the ability to follow

개인적으로 앤디 워홀과 백남준의 작품을 모티브로 <이중 재난>

fixed procedures are the qualities required of scientists as well.

을 완성했다는 점이 뜻 깊다. 백남준은 자신의 철학과 기술을

that had been submitted for the last three years. The stage was

통해 한 공간에 머무르며 ‘예술을 입힌 과학’이라는 공통의

Personally, I find it meaningful that I completed my work Double

융합해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set for bringing together all 29 research centers of the IBS and

주제로 한 자리에서 소개되었다 . 대중들과 과학자들 모두

Disaster by having been motivated by the works of Andy Warhol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표적인 예술가로 꼽힌다. 한편, 팝

sharing each other’s research topics. Through the artworks,

‘눈과 귀와 손과 마음이 즐겁게’ 참여하며 60여 편의 작품 속에

and Nam June Paik. The latter pioneered a new field called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세계 미술사의

everybody talked about science, narrowing the gap between

담긴 새로운 지식과 색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

video art by combining his philosophy with technology and is

중심 인물 ‘리오 카스텔리’였다 . 그는 남다른 개척정신으로

the public and scientists. Moreover, artworks contributed by

였고, 대전 비엔날레 ‘2018 바이오展’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artist who is also referred to

신진 미술가들을 영입하고 후원해, 오늘날 교과서에 대거 등장

scientists of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유명한 국내외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기분도

as a "scientist." In the meanwhile, it was Leo Castelli, one of

하는 수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을 발굴해냈다. 리오 카스텔리는

(CERN) and the French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소소하게 들 수 있었다.

the central figures in the history of art, who made the master of

독창적인 작품이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

(CNRS) were also exhibited, thereby enabling the European and

‘2018 IBS Art in Science’에 참여한 필자는 ‘과학’으로 인해 또

pop art Andy Warhol famous. An outstanding pioneer, Castelli

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필자는 그의 현명함이 ‘Art in Science’

Korean scientists to stay together through their works and be

한번 행복했고 대중들과 재미있게 대화했다. 잠시나마 예술가

recruited and sponsored rising artists, discovering numerous

에서도 묻어난다고 생각한다. ‘Art in Science’는 연구 결과를

introduced at the same place under the common theme of "Art

의 삶을 엿봤고 다른 과학자들의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 간접적

contemporary artists many of whom are referred to in textbooks.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무대로서 과학의

in Science." Also, it was a meaningful exhibition in that both

으로 필자의 경험의 폭과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 ‘Art in

He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unique works could be highly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

scientists and the public enjoyed learning, with their "eyes, ears,

Science’가 보여준 ‘융합과 화합’의 문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길

evaluated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opularization of art. I

에서도 연구 과정에서의 피로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창의성을 표

hands, and heart," about new knowledge and unique perspectives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think that Castelli’s wisdom can also be felt at the Art in Science

현하며 작게나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conveyed by more than 60 works. As the Art in Science exhibition

exhibition. As a platform where scientists can reconstruct their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s being held in tandem with the "Bio" exhibi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n a unique way and express them, Art in Science

올해 ‘Art in Science’ 전시에는 3년에 걸쳐 출품된 작품들이

Daejeon Biennale 2018, I felt as if I were on an equal footing with

conveys the pleasure and beauty of science to the public. As for

새롭게 구축된 IBS 과학문화센터의 한 켠을 가득 메웠다. IBS에

renowned artists at home and abroad.

researchers, the exhibition provides them with an opportunity

소속된 29 개의 모든 연구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자 ,

Having participated in the 2018 IBS Art in Science exhibition,

to lessen fatigue (although slightly) due to research activities, to

서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

I was happy again because of "science" and had pleasant

have a sense of achievement (although minor) by expressing their

됐다. 작품들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과학’을 주제로 이야기

conversations with the public. Although for a short time, I enjoyed

creativity, and to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by

를 나누었고, 대중들과 과학자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getting a sense of the life of artists and I was able to broaden my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프랑스

sight and experience through the various perspectives of other

For the 2018 Art in Science exhibition, a space inside the newly

국립과학연구원(CNRS)의 과학자들이 보내온 작품들도 함께

scientists. I hope that the culture of "convergence and harmony"

constructed IBS Science Culture Center was filled with artworks

했는데, 먼 유럽 땅의 과학자들과 한국의 과학자들이 작품을

shown by the Art in Science exhibition will last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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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is hygienically operated by disinfection treatment and lab-clothes
별도의 살균처리 및 실험복 착용으로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환경

<Acknowle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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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Management: Animal Care Staff & IVF Team /
Administrative Support
<작업일지 사사>
구축 설계 : 랩매니저 김세호 박사
시설 운영 : 쥐장 관리팀, 생체 외 인공수정 기술팀 및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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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
Art in Science,
a New Futuristic
Sensibility

기고
Art in Science,
새로운 미래적 감수성의 단초

with great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for the diversity of

기대되는 환경이 아닐 수 없다.

and expertise in such convergence. The city is also a place where

기초과학연구원 역시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적극 참여해온

you can experience cross-boundary experiments and energy on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아트 인 사이언스 Art in Science> 展은

the site. Given that these activities have shown a higher level of

이번 해 벌써 4회째를 맞았다. 특별히 2018년 기초과학연구원은

maturity and depth year by year, I am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기관이전과 더불어 독립적인 과학문화센터 전시관을 마련

BINN Anna, Exhibition Coordinator of the Daejeon Museum of Art

developments of the situation.

하여, ‘불변하는 객관적 진리의 추구’라는 멸균된 세계로서의

/ 빈안나, 대전시립미술관 전시코디네이터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is one of the major institutions

과학의 단면만이 아닌 , 새로운 미래적 감수성의 단초이자

that have actively responded to such a challenge of the times. This

미지의 세계를 대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과학의 면모를 공유

year marks the fourth anniversary of Art in Science, an exhibition

하는 의미있는 장(場)을 열었다.

held by the IBS. With the relocation of its headquarters this year,

대전시립미술관의 < 대전비엔날레 >, 대전문화재단 주최의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collaboration between

과학과 예술의 영역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격려

the IBS came to operate its own exhibit hall inside the newly built

<아티언스 대전>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을 관람하면서, 우리는

science and art was encouraged so actively like today. In addition,

되었던 시대는 없었다. 더불어 표면적으로 볼 때 매우 대조적인

IBS Science Culture Center, where Art in Science is being held.

어쩌면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new light is being shed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of mutual

이들 영역의 역사적인 상호영향관계 역시 활발히 재조명되고

The exhibition is a meaningful event in that it provides the public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여기에는 과학실험실을 연상케 하는 여러

influence between the two seemingly contrasting fields. While the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인식범위를 확대

with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aspect of science as the

도구들과 복잡한 수학적, 과학적 개념들이 한 몫을 한다. 그러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played an important

하며 인상주의, 미래주의, 사진예술, 옵아트, 미디어아트, 전자

beginning of a new sensibility for the future and which is full of

나 동시대미술이 표방하는 탈경계성과 실험성을 상기한다면

role i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ntemporary art to include

음악 등 오늘날 예술계의 확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

excitement about the unknown world, not just an isolated realm in

이러한 매체들과 개념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impressionism, futurism, photography, op art, media art, electronic

다면, 뉴턴법칙의 수용과정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진실이

pursuit of the "unchanging and objective truth."

기초과학연구원의 <아트 인 사이언스>展에 전시된 작업들을

music, etc.,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time had a great

보편화됨에 있어 당시 문화사회적 여건이 중요한 조건이 되었

Visitors at the Daejeon Biennale exhibition of the Daejeon

대하면서 관람객들은 다시금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influence on the process by which a novel scientific principle was

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관계는 시간적

Museum of Art or the Artience Daejeon exhibition hosted

반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앞서의 질문과는 다른 위치

generally accepted, as in the case of Newton’s laws. However,

과정을 거쳐 전개되어 온 것이지, 근래와 같이 그야말로 실험

by the Daejeon Culture & Art Foundation might raise a

에서 발생한다. <아트 인 사이언스>展과 위에 언급한 전시와의

such a relationship of mutual influence has been developed over

실과 작업실에서 과학자와 예술가가 머리를 맞댄 사안(事案)

fundamental question again: "What is art?" This is partly because

차별성을 언급하자면, 이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제작된 것이

time; it was not an issue regarding which scientists and artists put

은 아니었다.

various equipment reminiscent of a laboratory and complex

아니라 , 과학자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연구도중 새롭게

their heads together in a laboratory or a studio just like these days.

대전에서만큼은 이같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동시대적

mathematical/scientific concepts are exhibited. Considering the

발견한 세계의 심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At least in Daejeon, the contemporary issue of the convergence

이슈가 더 이상 새로운 화제가 될 수는 없다. 이번 해 첫 회를

trans-boundary and experimental nature of contemporary art,

그 출발점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자칫 시각예술계

of science and art is no longer a new topic. This year marks the

맞이한 대전시립미술관의 과학예술비엔날레 <대전비엔날레>

however, such media and concepts themselves will not matter.

의 내적 논리로서 이를 제한하여 평가하려는 오류를 벗어날 수

first Daejeon Biennale, a biennial science and art event which is

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개최되어 온 <대전 FAST>, <프로젝트

Visitors at the IBS Art in Science exhibition might raise the same

있게 한다.

based on the legacy of the Daejeon Fast and Project Daejeon that

대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였고, 그 외에도 카이스트(KAIST),

question: "What is art?" However, this question comes from a

특별히, ‘생명 : 변화와 연속성‘을 주제로 한 이번 <아트 인 사이

have continued to be held since 2000. Centering on the theme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표준

different point of view. What makes Art in Science distinct from

언스> 전시는 시냅스 뇌질환, 첨단연성물질, 인지 및 사회성,

of the "combination and convergence of science and art," and in

과학연구원(KRISS) 등 과학과 예술관련 주요기관들이 협업하여

the above-mentioned exhibitions lies in the fact that the former

혈관 , 식물 노화 · 수명 ,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 나노물질 및

collaboration with major science/art institutions including the

전문적인 학술심포지엄으로부터 팝업전시에 이르기까지 ‘과학

is not intended as "art for art’s sake," but to share the aesthetic

화학반응, 강상관계물질, 기후물리, RNA, 지하실험, 분자활성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예술 융복합’이라는 주제를 골자로 한 전방위적 시도들이 대전

value of the worlds discovered by scientists during research in

촉매반응, 입자물리 등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적 주제들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 Korea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학도시 대전은

their respective fields. Thus, bearing in mind that the starting point

을 연구하는 중 발견된 여러 경이로운 순간들, 일상에서는 지각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KIMM), and Korea Research

이러한 융합의 다양성뿐 아니라 그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어

of Art in Science is science will help avoid a mistake of trying to

될 수 없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강화하여 전시한 자리이다. ’Life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omnidirectional and

여러모로 훌륭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갖춘 특별한 장소로서,

evaluate the works within the confines of the internal logic of the

Zone‘과 ’Perspective Zone‘으로 나뉘어 기획된 이 전시를 관람

experimental attempts, ranging from an academic symposium to

경계를 넘나드는 활발한 실험과 에너지를 현장에서 접할 수

visual art community.

함에 있어서 현대미술의 스펙타클에 익숙한 한 사람으로서

pop-up exhibitions, are being made all over the city. Daejeon, the

있는 곳이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그 완성도와 깊이를

Under the theme "Life: Change and Continuity," the 2018 Art in

우선 흥미로웠던 점은, 과학자들이 생명체 혹은 물질을 관찰

c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 special place that is equipped

더해가는 상황을 미루어볼 때, 현재뿐 아니라 그 미래가 더욱

Science exhibition brought together visually reinforced moments

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적 가치가 아닌 표현적 가치들에 주목

60

61

of wonder and the worlds that are imperceptible in daily life.

developments." However, I believe that visitors are overwhelmed

These moments and the worlds have been discovered by scientists

by the IBS exhibition not because of such a practical purpose,

during their research on the hottest topics such as synaptic brain

but because they can feel vitality in a chaos that is full of energy,

dysfunctions, soft and living matter, cognition and sociality,

which cannot be felt in lifeless and monotonous reproduction.

vascular research, plant aging/life span, molecular spectroscopy

Furthermore, people are overwhelmed maybe because the

and dynamics, nano materials and chemical reactions, highly

exhibition leads them to purely expect a "dissipative structure,"

correlated electron systems, climate physics, RNA, underground

a new order that will emerge at an unexpected boundary, at a

physics, molecular activation and catalytic reactions, and particle

certain moment in the future.

SYMPOSIUM

physics. At the exhibition, comprised of the Life Zone and the
Perspective Zone, what particularly interested me as someone
familiar with the spectacular elements of contemporary art was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연구자들은 신경망

the fact that scientists, in the process of observing organisms

과 시냅스의 활동 이미지에서 은하수 , 나무와 같은 자연을

or materials, had focused on their expressive values rather than

연상하고,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떠올린다.

mathematical values. Through such a change in their way of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인간의 자연적 감각으로는 포착할

thinking, researchers associated the images of neural networks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부상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전시에서 마주

and synaptic activities with the Milky Way, trees and other natural

하는 세계의 경이(驚異)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경이

IBS × DMA

elements, Water Lilies by Claude Monet, etc.

와 다르지 않고 또한 아름다운 예술품을 대할 때 느끼는 경이

대전비엔날레 2018 <바이오> 심포지엄 : 생명의 시작과 끝

Another noticeable point is the emergence of new worlds that

와도 유사하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색면 추상

2018. 9. 17(월) 15:00-18:00

cannot be detected with ordinary human senses. The wonder

작가 마크 로스코 (Mark Rothko) 의 작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of the worlds that we encounter at the exhibition might not

경이감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be different from nature’s wonder and similar to the that of a

그의 대형 캔버스 작업을 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beautiful artwork as well. The works of Mark Rothko, a color

어구가 바로 세포의 유기적 형태와의 유사성이기 때문이다.

field artist and abstract expressionist who is also very popular

이처럼 과거와 다른 인식적 확장이 인간의 경험세계를 넓히는

Under
the titl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Life," an
15:00 - 15:01
Opening
Adress / 개회사

Eunkyeong
team) 연계해 열린 대전비
9월 17일GO(월
) IBS Art(IBS
in Communications
Science 개막식과

in Korea, would be an appropriate example in explaining such

계기이자 미래의 새로운 감수성의 단초가 된다는 점은 IBS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엔날레 2018 <바이오> 학술심포지엄은<생명의 시작과 끝>을

a complex sense of wonder. When describing his large canvas

연구원들의 이 같은 전시에 배태된 또 다른 가치라 하겠다.

the opening of the 2018 Art in Science on September 17. At the

주제로 이상봉
다양한
담론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 자연과학 , 인문
(대전시립미술관장
)

works, the phrase "similarity to the organic structure of cells" is

하이젠베르크 (Werner Heisenberg)는 그의 저서 『물리학과

symposium
15:03 - 15:20 co-hosted by the IBS and the Daejeon Museum of

과학 , 사회와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almost always mentioned. It can be said that such an expansion

철학(Physics and Philosophy)』에서 ‘인간사고의 역사에서 가장

Art, experts from various disciplines of the natural sciences and

모여 ' 생명
관한 (Artist,
각자의
시각을
소개하고 확장된 시각을
' 에 Anker
Suzanne
Professor
of SVA)

of perception,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to broaden the human

유익한 발견은 두 개의 다른 사고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humanities gathered to discuss a variety of topics about life.

수잔
앵커 (작가, 뉴욕비롯한
SVA 교수)광범위한 분야에서 다루는
공유했다
. 생명과학을

experience and serves as the beginning of a new sensibility for the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대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시간이 던지는of질문
15:40 - 16:00
a matter life
of time
/ 생명
Crossing
the boundaryLife,
between
from
the,perspective
artists

바이오는 과학과 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의제다 . 각 시대의
김유미
식물 노화 수명 연구단

future, is the additional value originating in the exhibition of the

되고 있는 ‘융복합적 시도’들이 이러한 ‘유익한 발견’이라는

works by the IBS researchers.

실용적 목적을 도외시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생명관은 과학 발전의 현주소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다. Art
and
life addressed by scientists, participants discussed where Break(15min)
16:00 - 16:15
/ 휴식 (15분)
도록에서는 학술심포지엄에 참여한 연사들의 발표
in Sciecne
life began and ended,
as well
as how
we could
define life, and
History
and Future
of Genetic
Engineening
Yi Doogab,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ner Heisenberg, in his Physics and Philosophy, said, "[I]n

개인적으로 IBS 전시가 관람객을 압도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전공학의
역사와 and
미래ideas. Both science and
exchanged their respective
thoughts

IBS × DMA
Daejeon Biennale 2018 BIO Symposium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2018. 9. 17(Mon), 15:00-18:00
Science&Culture Center at IBS

Time / 시간

15:01 - 15:03

15:20 - 15:40

Detailed Theme / 세부 주제

Welcome Adress / 축사

고은경 (IBS 커뮤니케이션팀)

LEE Sangbong (Director of DMA)

Artistic Exhibitions of Living Materials : Technical and ethical issues

LEE Soyo (Artist, Editor at Lifeforms in Culture)

미술을 위한 생물 전시 : 기술관 윤리 문제들

이소요 (작가, 생물과 문화 대표)

After Nature / 변모하는 자연

16:15 - 16:35

Life, continuation of change and maintenance of DNA

the history of human thinking, the most fruitful developments

실용적 목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명력 없는 마비된 재생

art
attempt
16:35
- 16:55 to understand what constitutes life. Conversely, our

frequently take place at those points where two different lines

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에너지로 충만한 무질서 속에서 느껴

perception of life is also reflections of the scientific innovations

of thought meet."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mbination and

지는 생성(生成)의 기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and social trend of the time. Four presentations of the symposium

convergence" efforts, which have become a hot issue all over the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그 어느 경계에서 떠오르게 될 새로운

and a summary of the subsequent discussions are as follows: For

world including Daejeon, disregard a practical purpose for "fruitful

질서, ‘소산(消散)구조’에 대한 순수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18:00details, please scan QR code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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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발표자

생명, 변하고 유지 되는 것들의 연속

KIM Yumi (IBS Center for Plant Aging Research, Research Fellow)
(IBS

·

)

교수, 과학기술사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와 토론이두갑
(서울대학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장의

Lee Yoonsung (IBS Center for Genomic integnty, Fesearch Fellow)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성 (IBS 유전체 향상성 연구단)

16:55 - 17:10

Break(15min) / 휴식 (15분)

17:10 - 18:00

Discussion(토론)
Close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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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Art Symposium

A living organism is the outcome of constant

생명체는 끊임없는 투쟁과 타협이 연속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competition and compromise. A life can only

된 결과물이다 , 살아남기 위해 생존에

생명의 시작과 끝

sustain itself by adjusting to the environment

매달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의 결정체

for survival. This effort also continues at the

로 생명은 이어진다. 심지어 생물의 세포

cellular level of the organism. One of the key

수준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는데

mechanisms for this is DNA repair.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DNA복구이다.

DNA is a molecule that contains genetic

DNA는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iverse DNA repair mechanisms

information. The base sequence of a DNA,

분자다 . DNA 의 염기서열은 ATGC 로

DNA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다양한 복구 기작

the combination of four types of nucleotides

표현되는 4가지 뉴클리오타이드의

expressed as ATGC, stores an incredible

조합으로 매우 많은 정보를 가질 수

Nonetheless, mutations tend to occur naturally even with proper

volume of information. The various types

있다 . DNA 정보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DNA repair. Charlie Chaplin once said that "Life is a tragedy when

of proteins produced based on the DNA

단백질은 세포를 , 세포는 개체를 구성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Just as the word 'Life'

Cichlids in different appearances
다양한 표현형을 지닌 열대어 시클리드 물고기

Life, a Constant
Balance between
Change and the
Current State
생명, 변하는 것과
유지되는 것의 연속

information allow the cells to carry on with

한다. 그러므로 DNA정보와 이것의 유지는

can mean both the life of a person and the essence of living things,

LEE Yoon Seong, Research Fellow of
the IBS Center for Genomic Integrity

their everyday functions and consequently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Chaplin's quote can also be used to explain life. When seen up-close,

form a single organism. Therefore, it is

몸속의 DNA 는 여러 환경스트레스에

the mutations caused by poor DNA repair are a tragedy that may

comedy in long-shot)’이라고 한 바 있다. Life가 인생과 생명

이윤성,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연구위원

of utmost importance for an organism

의해 끊임없이 손상된다.

cause a number of diseases to an organism. However, surprisingly,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듯, 그의 말은 생명에도 비슷

to maintain its DNA and the information

DNA의 작은 손상만으로도 개체에게는

such mutations are critical to increase biodiversity in the long run.

하게 적용된다. 가까이 보면 DNA복구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contained within. The DNA within our body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 . 한 예로 ,

The emergence of unexpected mutations over time may give rise to

변이는 개체에게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 비극이다. 그러나

is constantly damaged by multiple stress

한 시퀀스의 염기서열 하나가 바뀌자

various new organisms with different traits.

놀랍게도 이러한 변이는 멀리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factors in the environment. Even a minor

제브라피쉬의 줄무늬가 없어져버렸다.

If so, why is diversity important? Let us imagine an ecosystem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뜻밖의 돌연변이 출현으로 시간이

damage to the DNA can result in a massive

뉴클리오타이드의 변화로 생명체에

where only one species lives and another ecosystem with a diverse

지날수록 다양한 형질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hange to the organism. For example, a

‘돌연변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number of organisms. In the former ecosystem without biodiversity,

그렇다면 다양성은 왜 중요할까? 한 종(種)의 개체가 사는 생태계

single change in the DNA sequence can

있는 것이다.

the only species will disappear if it cannot adapt to the changing

와 다양한 종류의 개체가 사는 생태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eliminate the stripes on zebra fish. Such

다행히도 우리 몸은 DNA 복구를 통해

environment. However, in the latter example, there is more

전자의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종은

a change in the DNA information can

망가진 DNA를 고칠 수 있다. 자외선, 화학

possibility for some of the species to survive despite environmental

사라지게 된다. 뿐 아니라 이 개체와 연관된 다른 종들이 모두

potentially lead to a major issue known

물질, 방사능 등의 외부자극으로 DNA는

changes. As such, biodiversity is the driver for organisms to survive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아무리 환경이 변화

as mutations. Fortunately, our body can

각각 다르게 손상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

just like a single organism trying to protect its own body.

하더라도 어떤 종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다양성이 중요한

correct damaged DNA in a process known

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DNA를 고친다.

Living things attempt to protect themselves not just in relation to

이유다 . 다양성은 개체가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as DNA repair. DNA damage can be diverse

DNA 복구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돌연

other organisms, but against time, space, and numerous other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큰 힘이 된다.

according to the type of external stimuli,

변이가 쌓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암 ,

variables. Despite DNA repair, just one of the many attempts to

생명체는 다른 개체 사이에서뿐 아니라 시·공간과 여러 변수

including ultraviolet rays, chemicals, or

유전적 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maintain the status quo, mutations do occur. While such mutations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노력한다. 여러 노력 중 하나인 DNA

radiation, and our body fixes the damaged

발생한다.

can be lethal to an organism, they may also be the key for the survival

복구에도 변이는 발생한다. 개체 본인에게 변이는 문제가 될

DNA using different mechanisms. When

그러나 DNA 복구기능에 전혀 문제가

of a biosphere after many generations of speciation. The fittest

수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종 분화를 일으키며 전체 군

DNA repair does not function properly,

없더라도 돌연변이는 생기기 마련이다.

species will survive, and the organisms with better capabilities

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게 된다. 생존에 가장 적합한 종들이

mutations can accumulate that may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

will continue to exist. In essence, life has come into being and will

발견되고 더 나은 능력의 개체가 만들어지며 생존을 이어간다.

potentially result in lethal consequences,

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Life is a

continue to exist by making a countless number of choices in the

이처럼 생명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such as cancer or genetic disorders.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past, in the present, and in the coming future.

수많은 선택들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앞으로 또 생겨날 것이다.

A change of a nucleotide can result in a change of
zebra fish.
하나의 뉴클로타이드 변화로 인한 표현형의 변화
nacre 제브라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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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life? ’ Humanity has been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류가 오랜 시간

languages. Francois Jacob and Jacques Monod stated that

명령수행 · 명령수행방식 조절 코드가 필요하다고 했듯 우리 몸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posing this question since its very

동안 품어온 질문이다. 한 시대가 생명

"The DNA in our body works like the programming language

안에도 세포 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유전정보

생명의 시작과 끝

inception. The way an era understands

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회를 이해하는

of computers." Just as Claude E. Shannon, an information

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life is closely related to the way it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19 세기

engineering scientist, described the need for commands,

담론은 70년대 발생생물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The History and
Future of Genetic
Engineering

understands its society. While the

생물학은 생명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their execution, and codes for the control of such commands

1970년 들어서자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DNA에 대한 실험적인

study of biology in the 19th century

생명의 본질을 정의했지만 20세기 후반

in computer programming, scientists believed that there

조작이 가능해졌다 . 1972 년 , 폴 버그 (Paul Berg) 는 새로운

defined the essence of life based on

에 들어서 정보를 중심으로 생명을 이해

were genes that controlled the expression of genetic

종류의 유전정보를 지닌 DNA를 만들어냈다. DNA의 조작으로

the functions of organisms, the world

했다. 변화의 시작은 분자생물학의

information based on how the cells within our body change.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으나 한편으로

in the late 20th century started to

개척자 토머스 모건(Thomas H. Morgan)

This idea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dvancement of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등장

유전공학의 역사와 미래

look at life based on information. It

이었다 . 그는 유전자가 어떤 추상적인

developmental biology in the '70s.

하기 시작했다. 생명에 대한 정보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was Thomas H. Morgan, the pioneer

것이 아니라 물리화학적·생화학적으로

From the 1970s,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the basis

유전공학의 탄생이 생명의 재창조, 생명의 상업적인 이용과

of molecular biology, who led this

연구할 수 있는 물질적 존재임을 증명

of life, the DNA, was possible. In 1972, Paul Berg created

사유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 이 같은 생명에 대한 시각의

change. He proved that genes are not

했다.

DNA fragments that contained new types of genetic

변화는 생명과 유전자, 그리고 정보 이론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abstract ideas but physical substances

1940-50 년대는 생명이라는 현상을

information. While this sparked a social debate on

수 있다. 생명체 자체를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재개념화하여

that can be studied through the

유전자 안에 있는 생물학적 정보로 이해

humankind trespassing on the realm of God through the

생명을 분석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유전공학을 통해 생명

application of physical chemistry and

했다 . 이 시기 유전자 정보 (genetic

manipulation of DNA, companies that have since reaped

을 조작하고 창조하는 야망을 품게 되었다.

biochemistry.

information), 유전자 코드(genetic code)

enormous wealth from such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그러나 하나의 유전자는 일대일 대응하듯 하나의 생물학적

In the 1940s to '50s, the phenomenon

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생명체를 이해

began to surface. The birth of genetic engineering,

특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생명체란 유전자로 환원될 수 없고

of life was interpreted as the

하는 방식이 당대의 컴퓨터를 이해하는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ife from the information-

다층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의

biological information stored in genes.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변했다.

engineering approach, has led to the recreation of life, as

개체가 되기 위해 세포단위부터 공생과 협력이 필요하듯, 생태계

The terminology, including 'genetic

마치 하나의 정보시스템이 정보를 받아

well as its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This change

에서 한 종(種)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와 공존, 공생

information' and 'genetic code', used

처리하고 특정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in perspective on life can be expressed as the combined

(symbiosis)이 필수다. 생명을 유용한 것, 상업 가능한 것으로

at the time reveals that the study

우리의 생명체도 DNA라는 정보를 가지고

outcome of life, genes, and information theories. By re-

구분하는 현재, 공생과 공존의 새로운 생명관이 요청된다.

of life forms resembled very much

있고 DNA 안의 특정 유전자 코드에

conceptualizing a life form as a single information system,

how people understood computers.

따라 생명 현상이 이뤄진다는 담론이

we were able not only to successfully analyze life, but also

As if a single information system

등장했다.

to have the ambition to manipulate and create life with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1950-60년대 생물학의 주요 키워드는

genetic engineering.

and performs certain commands,

유전자 코드(genetic code), 유전자 프로

In any case, a gene is not linked one-to-one to a single

organisms were believed to have

그램 (genetic program) 이었다 . 이시기

biological trait. A life form cannot be reduced to mere genes

information known as DNA and that

생물학은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와

and can only exist through interaction with its surrounding,

the genetic codes contained within the

같이 DNA 코드를 이해했다.

multi-layered environment. Just like an organism requires

DNA determined how life functioned.

프랑수아 자콥(Francois Jacob)과 자크

its cells to coexist and collaborate to survive, coexistence

Time magazine cover of the 1950s

The keywords in biology in the

모노(Jacques Monod)는 ‘우리 몸 안에

and symbiosis with other living organisms are mandatory

1950년대 타임지 표지

1950s-'60s were 'genetic code' and

있는 DNA 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for a species to survive within its ecosystem. In a time

'genetic program'. During this time,

언어와 같이 작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where we see life as something useful and as an object of

the study of biology understood DNA

그 당시 정보 공학자였던 섀넌(Claude E.

commercialization, we are in need of a new view of life that

codes as if they were programming

Shannon)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명령·

is based on symbiosis and coexistence.

YI Doogab,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이두갑,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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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in

‘노화’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기능이 퇴

phase, time when the peak represents.

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노화과정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which the deterioration of functions over

화되고 결국 죽음을 마주하는 단계라고

My research team is trying to understand underlying mechanisms

구체적으로 생체시계가 노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생명의 시작과 끝

time and eventually leads death. All living

정의할 수 있다. 생명체는 시간이 지남에

of aging, starting from the idea that the repeated daily rhythm of our

이것이 실제 노화 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

organisms go through development and

Life,
a Matter of
Time
생명, 시간이 던지는 질문

growth over time and have their own
respective forms of aging and lifespan.
Nonetheless, we can easily observe
similar processes of aging among different

따라 발달과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들만
의 고유한 형태인 노화와 수명을 가진다.
그러나 생명체 간 유사한 형태의 노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DNA와 단백질의

organisms. Some examples include the

손상 , 활성산소의 영향 증가 등이 그

damage in the DNA and proteins and the
increased effect of oxygen free radicals.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common
mechanism of aging that goes beyond the

KIM Yumi
Section Leader (Tenured Track) of the
IBS Center for Plant Aging Research

different species.

김유미, 식물노화수명 연구단 연구위원

the circadian clock. This circadian clock

Living things perceive time with an
endogenous biological clock known as
has a 24-hour of period, consisting of day

biological clock becomes our life cycle. To be more specific, we are
working to understand how the biological clock is affected by aging
and how, in turn, it affects the actual aging mechanism. In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older mice, the longer their period and
the lower amplitude. Moreover, mice that have defects in the core

지고 진폭(amplitude)이 낮아졌다. 또한 생체시계 중요 유전자

(core oscillator)에 문제가 있는 쥐는 노화가 빨리 찾아왔다.
따라서, 생체주기의 리듬이 노화에 따라 변화하며 노화와 서로

oscillator genes of the biological clock showed an accelerated aging

상호작용(interaction)함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종을 넘어선 보편적

phenotype. Through these examples, we can draw a basic clue that

실험 모델로는 생애주기가 짧아 노화 연구에 이점을 가진 식물

노화 기전이 있음을 내포한다.

the rhythm of the biological cycle is affected by and interacts with

모델 애기장대와 척추동물인 킬리피시를 사용한다. 애기장대

생명체는 ‘내재적 시계 (Endogenous

aging.

모델을 사용한 잎의 노화 연구에서 식물의 잎노화에 따른 생체

Clock) ‘라는 생체시계로 시간을 인지

The plant Arabidopsis thaliana and the turquoise killifish are

리듬 변화양상이 동물과 매우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 노화가

한다. 생체시계는 보통 낮과 밤, 온도의 변
화로 생성되며 24시간의 주기를 갖는다.
이러한 생물학적 주기는 식물뿐 아니라
박테리아부터 고세균(archaea), 곰팡이

used as model organisms in the experiments due to their short
lifespan. In the research on the aging of the leaves of Arabidopsis
thaliana, the changes in the circadian rhythm during leaf aging
were distinctive from those of animals. While the circadian rhythm
in mice showed a reduced amplitude and longer period due to

진행되면 동물의 경우 생체리듬의 진폭이 낮아지고 길어
지지만 식물의 경우에는 그 리듬의 진폭이 높게 유지되고 심지어
짧아졌다. 동물과 식물은 시간을 받아들이는 개념 자체가 다르
며,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체리듬이 바뀌는 양상도 굉장히

and night and the changes in temperature.

류,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등 거의 모든

aging, Arabidopsis leaves turned out to be maintained a high

상이한 것이다.

This biological cycle applies to almost all

생물에 해당된다 . 생체시계는 생물의

amplitude and even shorter period of rhythms. These results imply

또 다른 연구 모델인 ‘킬리피시’는 16주 정도의 짧은 생애에도

organisms, from bacteria, archaea, and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동물의 경우,

that mice and Arabidopsis may perceive time in a specific manner

불구하고 사람이 가지는 노화 표현형과 유사한 모습이 많다.

fungi to mammals, including human beings.

수면주기 뿐 아니라 호르몬 , 혈압 등도

over the common features in biological rhythms, which results in a

노화에 따른 세포의 죽음, 암 발생 증가, 근육량 감소, 운동성

The endogenous clock has a major impact

생체시계에 의해 조절 된다. 식물의 경우

significant difference in how their circadian rhythms change as they

감소 , 알츠하이머병의 표지 단백질인 에이 - 베타 (A-beta) 의

on the entire lifespan of living organisms
Killifish

for better fitness to their environments.

킬리피쉬

In animals, this clock controls sleeping
patterns as well as hormones and blood

유전자 발현 , 기공의 개폐 , 엽록체의
이동 등 미세한 생명현상까지도 생체
리듬에 따라 결정된다.

pressure levels. In plants, the biological

생체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rhythm also contributes to leaf movement,

age.
In another study using the turquoise killifish as the model animal,
we were able to identify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fish and
human beings in their expressions of aging, despite the turquoise

축적 등이 그 예다 . 킬리피시는 노화 유전자의 기능을 검증
하는 중간 매개체로 노화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무척추 동물 모델 연구에서 밝혀진 노화조절 유전자를 킬리

killifish having a short lifespan of about 16 weeks in median

피쉬에 도입해 실제로 이러한 유전자들이 척추동물에서도

있다. 밤낮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일 주기

lifespan. In the old killifish, the accumulation of dead cells, increased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어떤 분자 기전을 통하여

opening and closing of stomata, and

(diurnal cycle)와 이와 반대로 외부 환경

occurrence of cancer, reduced muscle mass, slower motility, and the

노화를 조절하는 지 연구할 수 있다. 따라서, 타 모델에서 밝혀진

chloroplast movement.

의 변화가 없을 때 생물의 내재적 시계

accumulation of A-beta, a signal protein for Alzheimer’s disease,

노화와 생체시계 리듬의 상호 관계를 킬리피쉬를 이용하여

The endogenous clock can be distinguished

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 동작주기 (free

are some of the typical aging symtoms. The turquoise killifish can

증명하고, 또한 새로운 생체시계를 통한 노화의 분자기전을

onto two types. One is a diurnal cycle, which

running cycle)이다. 생체시계의 리듬은

be used as the medium for aging research to verify the functions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s determined by day and night changes,
and the other is a free running cycle, which
runs by an internal clock when there are
n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rhythm of an endogenous clock can be

리듬의 높이인 진폭(amplitude), 길이인
기간(period), 그리고 가장 높은 리듬인
피크 (peak) 가 위치한 시간을 나타내는
페이즈(phase)로 구성된 그래프로 표현

of the genes involved in aging as well. Examples could include the
introduction of invertebrate genes already known to regulate aging
into the killfish to verify whether the same genes influence aging
in vertebrates, and we can examine which molecular mechanisms
control aging.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turquoise killifish can

defined by a few characteristics; amplitude

할 수 있다.

be an excellent model to prove a molecular mechanisms of aging

Deteriorated Brain of Killifish

showing the height of the cycle, period

연구팀은 생체시계가 갖는 하루의 리듬

interlinking endogenous rhythm and to propose novel theories of

신경퇴화된 킬리피쉬의 뇌

determined by peak to peak distance, and

을 확대하면 우리의 생애주기가 될 것이

aging in relation to the biological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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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st who won the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in

(John Edward Sulston)의 ‘유전자 초상화(Genomic Portrait)’를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2002. Quinn extracted the DNA from Sulston's semen by using

제작했다. 설스턴이 만든 DNA 복제표준방식을 이용해 설스턴

생명의 시작과 끝

the standard DNA replication (sequencing) method that Sulton

의 정액에서 추출된 DNA 를 바탕으로 , 주인공의 겉모습을

presented and produced a new type of portrait that conveyed

재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내부적 정체성을 담아낸 또 다른

Sulton's internal identity. Second, bio-artworks like 'The Young

의미의 초상화를 만든 것이다 . 둘째 , 페트리샤 피치니니

Nature in
Transformation

Family' by Patricia Piccinini question human’s privilege or rights

(Patricia Piccinini)의 ‘The Young Family’과 같이 바이오아트는

over other organisms. Her artworks depict images of artificial

다른 생명체에 대해 인간의 특권 혹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변모하는 자연

life forms combining the features of pigs and humans based on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the motif of organ transplants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Third,

현상을 모티브로 돼지와 인간의 모습을 띈 인공 생명체를 보여

there is a new emerging trend of BioArt using AI technology that

준다. 셋째, 0과 1의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기술을

Susan Anchor, Artist / Professor of SVA

leverage digital information, '0's and '1's.

이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새로운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수잔 앵커, 작가 / 뉴욕SVA교수

My artworks can also be understood through the above-

나의 작품 활동도 크게 위의 세 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mentioned three perspectives. 'Vanitis [in a Petri dish]’ is a

‘배양접시 속 바니타스(Vanitis [in a Petri dish])’는 배양 접시 안

photographic work that shows the images of peas, worms,

에 완두콩과 벌레, 버섯, 꽃 등을 바니타스(‘인생무상’이라는

mushrooms, and flowers in culture dishes in Vanitas style (origins

라틴어에서 유래, 삶의 허무를 주제로 함) 스타일로 담은 사진작

from Latin meaning "vanity of life" and typically dealing with

업이다. 접시 속 유기물은 생명의 활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Suzanne Anker, Remote Sensing
수잔 앵커 <원격 감지>

Suzanne Anker, Vanitas in petri dish
수잔앵커, '배양접시 속 바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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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ence of life as the main theme). While revealing the

반면, 부패하기 쉬운 것들로 생명의 유한함 즉 죽음을 역설적

vitality and beauty of life through the organisms in the dish, it also

으로 나타낸다.

paradoxically signifies death, the finite nature of life that easily

‘바니타스’ 사진의 디지털 정보는 석고와 레진을 재료로 3D프린팅

decomposes.

으로 구현되며 배양접시에 담겨 '원격감지(Remote Sensing)'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New York City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The digital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the ‘Vanitis’ photographs

작품으로 탄생했다 . 대상은 동일하지만 대상의 본질인

opened the first BioArt lab in the US in

Visual Art)는 2011년 미국 최초로 아트

was materialized by 3D printing technology using plaster and

유기물이 무기물로 변신하면서 , 생명의 유한함이 영원으로

2011. The news of the lab made the school

스쿨 내에 바이오 아트 랩을 설립했다 .

resin and reborn as the artwork 'Remote Sensing' on a Petri dish.

변하게 된다. ‘바니타스’로 시작된 ‘원격감지’ 시리즈는 독성이

the first art school to be featured on the

이후 아트 스쿨로서는 처음으로 월스트

While the subject is unchanged, the essence of the subject is

강한 지역이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구글 어스롤 통해 이차원

cover of The Wall Street Journal, followed

리트 저널 일면을 장식하기도 하고 전

transformed from organic to inorganic, thereby capturing the

사진으로 축출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삼차원으로 뽑아낸

by a number of media coverages around

세계 여러 매체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

limited nature of life in infinity. The 'Remote Sensing' series that

(3D 프린터) 원행 입체물이다. 이렇게 인공위성 데이터는 세상

the world. As such, the world of BioArt has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started off with 'Vanitis' is a set of long-lasting three-dimensional

을 보는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caught the attention of the global media.

바이오 아트. 그 누구도 예술을 정의하기

works realized by digital technology and 3D printers that use 2D

바이오아트는 갤러리나 뮤지엄과 같은 예술 공간을 통해 과학

However, just as it is not easy to define

가 쉽지 않듯, 바이오아트의 정의도 마찬

photos of highly toxic or remote locations taken by Google Earth.

의 발전이 어떻게 사회, 윤리,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

art, the same is true for defining BioArt.

가지이다.

As shown, the data from satellites can be a new way of looking at

한다. 환경의 변화와 자연이 재구성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Nonetheless, from my 20 year ’ s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년 이상 예술과

the world around us.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바이오 아트는 과학과 예술의 교차를

experience working at the crossroads

과학의 교차점에서 바이오 아트 작품

BioArt addresses how advances in science change society,

넘어 사회적 조직의 접점이 되고 있다.

of science and art, I may explain “What

활동을 바탕으로 바이오 아트를 세 가지

ethics, and culture in art spaces, such as galleries and museums.

is BioArt?” on three perspectives. First,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세포,

We, thereby, set the stage for joint discussions on the changes in

BioArt uses biological materials. Marc

혈액과 같은 생물학적 재료가 이용된다.

our environment and how nature is reshaped. Going beyond the

Quinn created the Genomic Portrait

마크 퀸 (Marc Quinn) 은 2002 년 노벨

crossroads of science and art, BioArt is expanding its scope to

of John Edward Sulston, the genetic

의학상 수상자인 유전학자 존 설스턴

become the interface between soci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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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진화의 또 다른 이름

HONG Ye Seul, Art Curator of the Daejeon Museum of Art
/ 홍예슬,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life through the symbiosis of science and art requires closer

센터 , DMA 아트센터 외에도 KAIST 비전관 , 한국화학연구원

and more sustainable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fields

SPACE C#, 기초과학연구원(IBS) 과학문화센터 등 다양한 장소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In line with this, the Daejeon

에서 비엔날레의 도전이 이뤄졌다 . IBS 를 비롯한 대덕연구

Museum of Art, which has continuously organized events for

개발특구의 인프라와 직접적인 협업은 과학 예술이 추구하는

the meeting of science and art, embraced a new challenge

가치의 밑바탕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대전비엔날레는 가치의

this year called the "Daejeon Biennale" with the theme of

공유를 기반으로 진정한 융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Bio" in order to succeed to the spirit of the Project Daejeon

의의가 있다.

and to consolidate the identity of Daejeon as the city of

2018 대전비엔날레의 주제인 ‘바이오(BIO)’는 생명공학이나

science and technology. The events of the Biennale were held

건강관련 단어 앞에 붙는 접두어이자 ‘생명’ 혹은 ‘생물’을 뜻

in various locales including the Daejeon Museum of Art and

한다. 바이오 아트는 과학과 예술의 두 분야가 서로 융합되어 만

its Creation Center, DMA Art Center, the Vision Hall of the

들어지는 대표적인 장르로 생물 또는 생명을 대상으로 이를 매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체나 주제로 다루는 작업을 의미한다.1) 생명공학기술을 기반

the Space C#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으로 예술적인 상상력이 결합된 바이오 아트는 기존의 예술이

Technology (KRICT), and the Science Culture Center of the

다루지 않았던 대상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작품을 제시한다.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Direct collaboration with

바이오 아트는 살아있는 모든 것, 즉 동식물은 물론 박테리아

serveral research institutions of the Innopolis Daedeok (such

나 세포 등 미시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 육안으로 관찰하기

as the IBS) played a pivotal role in showcasing the values

어려운 까닭에 제외되어왔던 대상들을 예술의 한 요소로 등장

pursued by science and art. Ultimately, the significance of the

시키게 된다 . 그렇기에 바이오 아트는 예술의 대상과 영역 ,

Daejeon Biennale 2018 lies in that it attempted to realize the

그리고 범위 역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zeitgeist of true convergence based on the sharing of values.

한편 , 바이오 아트는 생명기술을 차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Bio," the theme of the Daejeon Biennale 2018, is usually

그치지 않고 사회윤리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바이오 아트가

used as a prefix for words related to such fields as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입장에서

bioengineering and health service, meaning "life" or an

과학을 받아들이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사유에서 시작하기 때문

"organism."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genres that are

이다. 예를 들어 불로초를 찾아 헤맨 진시황제의 생명연장의 꿈

based on the convergence of science and art is BioArt, which

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실화를 앞둔 시점에서 바이오

is a practice where organisms or life processes are used

나 세포 기반 인공장기의 발달은 우리의 몸과 삶에 대한 가치

as a medium or theme of a work of art. 1) A combination of

관을 바꾸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교정 등은 실험실

bioengineering technology and artistic imagination, BioArt

에서 생명을 다루는 범위 , 동물실험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Physicist Stephen Hawking (1942-2018) said that if humanity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 1942~2018)은

continued to treat Earth in the same way as does now, we

‘만일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를 다룬다면, 앞으로 100년 안에

would need to find a new planet within 100 years if we

우주로 이주해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육지

are to survive. This is a significant prediction in an age

를 지배했던 공룡, 바다를 지배했던 삼엽충도 모두 멸종하고

when humans have come to dominate this planet after the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extinction of dinosaurs and trilobites, the once dominant

예언이다. 진화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 타자를 배재하고 홀로

species on land and in the sea, respectively. Evolution often

살아남은 것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다른 종들과의 공생이 가능한

seems to be thought of in the context of the law of the jungle,

개체만이 존속을 이어갔다는 게 진화의 핵심 동력이다. 생물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e exclusion of the others, etc.

학자인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 1935~2011)가 1967년 〈세포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evolution

분열의 기원(On the origin of mitosing cells)〉에서 본래 독립적인

is the fact that only those species which have been able to

원핵세포였던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 내 공존을

live in symbiosis with other species have survived. In her

통해 진핵세포가 진화했다고 발표한 것처럼 말이다. 이는 생태

1967 paper "On the Origin of the Mitosing Cells," biologist

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존하는 생물체는 그물망

Lynn Margulis (1935-2011) mentioned that chloroplasts

처럼 촘촘히 짜인 개체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진화된 결과물

and mitochondria, which had been originally independent

이기 때문이다.

prokaryotic cells, had contributed to the evolution of

과학과 예술의 만남도 이와 같다. 이 둘은 본래 한 뿌리에서

eukaryotic cells by living in symbiosis inside larger cells. This

나왔지만 근대 혁명 이후 독자노선을 걷고 있었다 . 하지만

ecologically important finding implies that present life forms

이들의 협력은 마치 두 세포가 만나 생명의 기원이 되었던 것

are the result of evolution through a network based on the

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창의를 실현할 잠재력을 지녔다 .

interdependence of individual organisms.

둘의 공생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을 움틔우기 위해서는 수평

This also holds true when science meets art. Having started

적인 관계에서 보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from one single root, the two have split up and gone their

produces experimental works, focusing on the objects that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유발하기도 한다. 논의의

이런 궤도에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해 온

separate ways since modern revolutions. However, just

are often excluded by mainstream art genres. Everything that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사상적 딜레마가 동반되는데,

대전시립미술관은 올해 ‘대전비엔날레’라는 이름의 새로운

as two cells meet each other to become the origin of life,

도전을 시도했다. 프로젝트대전의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도시

is living can be used as an element of BioArt: not only animals

이는 바이오 아트가 함의하는 사회과학적 의제기도 하다.

collaboration between science and art can pose a potential to

대전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고자 ‘바이오 (BIO) ’라는 주제

realize a completely different kind of creation. Giving birth to

를 과학과 예술에 던졌다 . 대전시립미술관과 분관인 창작

1)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BioArt, see Shin, Seung-cheol. BioArt.
Mijinsa Co., Ltd. 2016.

1) 바이오 아트에 대한 참고 도서로 다음을 참고. 신승철 저, 『바이오 아트』
(미진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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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 Haines <Transfigurations>
애기 헤인즈 <변모>

and plants but also minute forms that are difficult to observe

lot to us living in the 21st century, in which a new perspective

with the naked eye such as bacteria and cells. Thus, it can be

on life based on coexistence and symbiosis is required. As

said that BioArt addresses a broader scope and an extended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live in the present time

range of objects.

together, we aimed to shar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all

Furthermore, BioArt does not just borrow and use

kinds of organisms through an open view of life.

biotechnology, but also raises socio-ethical questions

In order to share the above-mentioned purport with broader

because it builds upon a post-humanistic, rather than

range of people, an academic symposium was held during

anthropocentric, view of science which sees human beings

the Daejeon Biennale 2018 to discuss various topics about

as simply one of the elements of the universe. For example,

"life," focusing on the interface between bio-agendas,

in an era when the age-old dream of being young forever is

which have been address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life

about to be realized, a dream that has existed since the quest

sciences, and art. Prior to the symposium, a related "Artists’

of Qin Shi Huang (the first emperor of China) for the elixir of

Talk" was conducted at the Daejeon Museum of Art. At

Agi Haines <Transfigurations>
애기 헤인즈 <변모>

life, the development of bio/cell-based artificial organs is

생명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쉽게 내릴 수

the subsequent symposium co-hosted by the IBS under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생명’에 관한

changing our sense of values about our body and life. Gene

없는 과제이다 . 근래 오가노이드 (organoid) 등 생명공학의

the titl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Life," experts from

다양한 담론을 나누었다. 예술가가 바라보는 생명, 과학자가

recombination and genome editing bring about discussions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

various disciplines of the 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다루는 생명 등 두 지점에 서있는 사람들을 경계로 모아 과연

on a new human identity, including the scope of organisms

되면서 유전, 대사, 반응, 진화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생물학적

gathered to discuss a variety of topics about life. Crossing the

‘생명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지,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that are allowed to be used in laboratories and guidelines

정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기존의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boundary between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artists and life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 심포지엄에서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for animal experimentation. Such a discussion inevitably

따라 함께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addressed by scientists, participants discussed where life

경계로 모여들었고, 허물어진 경계에서 다양한 담론들이 오고

accompanies an ethical and ideological dilemma, which is

위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 현상에 대한

began and ended, as well as how we could define life, and

갔다.

also a social scientific agenda of BioArt.

정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exchanged their respective thoughts and ideas.

김유미 연구위원(IBS 식물 노화 · 수명 연구단)은 애기장대와

Defining life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a difficult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과 시각에도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Research fellow KIM Yumi (IBS Center for Plant Aging

킬리피시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노화 이론을 세우고, 건강한

task. As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이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명, 살아있는

Research), through research on the plant Arabidopsis

노화를 위한 방편을 탐구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생명체

technology such as organoids has broadened our view of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재정의를 시도했다 . 즉 , 생명의

thaliana and killifish, has established general theories of

가 시간을 인식하는 생물학적 주기 및 노화와 죽음이 일어나는

life phenomena, the boundaries of the traditional definitions

범위를 유기체나 기관으로 이루어진 통합체에 국한시키는 것이

aging and explored the ways to age with health. During

과정을 소개했다.

of life, which are based on heredity, metabolism, reactions,

아닌 미시 범주나 생물과 무생물간의 경계로까지 범위를 확장

the symposium, she presented a biological cycle by which

각 생명체는 저마다의 수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많은 종에서

evolution, and so forth, are collapsing. It is desirable that

하고자 했다. 이렇듯 생명에 대한 확장된 시각은 공존과 공생

organisms perceive time, as well as the process of aging and

유사한 노화현상이 관찰되고, 또한 DNA,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definitions change with the flow of time because definitions

이 요구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생명관이 필요한 현재, 우리에게

death. Each organism has its own life span. However, across

의 손상 등의 노화를 조절하는 유사 분자기전이 존재함이 밝혀

are arbitrarily established statements made to understand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명을 바라보는 트인 시각을 통해 모든

many species, similar aging phenomena are observed. Also

졌다. 이는 생물학적 종을 넘어서 보편적인 노화 기전이 있음

the universe. This holds true for the definitions of biological

종류의 생명을 향한 책임의식을 현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

similar molecular mechanisms were found such as when

을 보여준 것이다

phenomena as well. As our way of understanding society

체로서 공유하고자 했다.

mitochondria are destroyed or the influence of the reactive

이윤성 연구위원(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은 척추동물의 실험

changes, so should our way of viewing and understanding

이러한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8 대전

oxygen species (ROS)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모델인 제브라피쉬를 중심으로 생명의 작동 원리를 연구한다.

life. This year’s exhibition was an attempt to redefine what

비엔날레에서는 ‘생명’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학술

universal aging mechanism across biological species.

이 연구위원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과 그 과정

is generally regarded as life forms. Instead of limiting th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생명과학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Research fellow LEE Yoonsung (IBS Center for Genomic

속에서의 다양한 유전 정보의 변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생명의

scope of life to organisms or integrated systems comprised

다루는 바이오 의제와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 주목해 2 회의

Integrity)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fundamentals of

다양성이 생태계에 중요한 인자임을 보여주었다.

of organs, we tried to expand the scope to include micro-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먼저 심포지엄 연계 아티스트 토크를

life processes, focusing on zebra fish as a vertebrate model

하나의 개체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DNA 의 변이가 ,

categories and the boundaries between what is living and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연장선으로 기초과학연구원

for experimentation. During the symposium, he illustrated

생명체군 속에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다양성과 생존율을 높일 수

what is not. Such an expanded perspective on life means a

(IBS) 과 공동으로 심포지엄 < 생명의 시작과 끝 > 을 개최해

that mutations, the result of struggle among numerous life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변화하고 지속되는 DNA의 연속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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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s, had contributed to the diversity of organisms and
served as one of key factors for ecosystems. In addition, he
said that DNA mutations, although possibly problematic for
the affected individual of a species, had increased the overall
survival rate of the species after several generations. Lee
also explained life in terms of a continuation of changing and
maintained DNA molecules.
In the meanwhile, artist LEE Soyo mentioned ethical issues
posed by exhibiting living things and emphasized that care
should be taken of them. Specifically, she asserted that
ethical awareness on art using organisms should be raised so
that the exhibited organisms could be consistently managed
to live on after the exhibition, rather than being simply treated

Daejeon Biennale 2018 <BIO>
대전비엔날레 2018 <바이오> 전경

Suzanne Anker, Astroculture
수잔 앵커 <아스트로컬쳐>

as objets d’art. Furthermore, she said that when the facts that
had been deemed scientific turned into mere materialism,
art served as a visual symbol and a mirror reflecting our past

측면에서 생명을 소개했다.

multilayered environment. Finally, professor Lee emphasized

변천 과정을 설명했다. 하나의 유전자가 정보론적으로 일대일

views of life.

한편 , 이소요 작가는 생명체를 전시할 경우 야기되는 윤리

that a new view of life was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대응하듯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생명체란

Suzanne Anker, one of the pioneers of BioArt, said that BioArt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돌봄과 배려를 강조했다. 살아있는

At the symposium jointly hosted by the IBS during the

유전자로 환원될 수 없으며, 다층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had originated in nature and culture and made us think deeply

생물을 전시할 경우, 단순히 오브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Daejeon Biennale 2018, "life" was highlighted from various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about synthetic biology by bringing organic and inorganic

전시가 끝난 후에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perspectives such as aging, DNA mutations, and alternative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생명관에 대해 강조했다.

materials together. Further mentioning that BioArt provided

하는 등 생물 작품에 대한 윤리적인 인식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views of life. The event led us to naturally think about a view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공동주최한 대전비엔날레 연계 심포

us with opportunities to discuss environmental change and

역설했다 . 또한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객관적인 사실들이

of life based on symbiosis and coexistence as well as relavant

지엄에서는 노화, DNA 변이, 대안적 생명관 등 다양한 각도

the way in which nature is reconstructed, she emphasized

유물론으로 전환될 때, 예술이 시각적인 상징이 되어 과거에

ethics that are required in the 21st century. All organisms

에서 ‘생명’을 조명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공생과 공존의 생명관

that BioArt was not only at the crossroads of science and

우리가 보았던 생명관 등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로

on Earth, including human beings, are based on symbiosis.

그리고 윤리에 대한 생각들이 자연스레 머리에 떠오른다. 인간

art, but also on the interface between social organizations.

존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In biology, symbiosis refers to a universal phenomenon in

을 포함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공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

Anker asserted that BioArt had explored the directions of

바이오 아트의 선구자인 수잔 앵커(Suzanne Anker)는 자연과

which more than one organism form a long-term relationship

생물학에서 공생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생물과

ethical and philosophical questions in a changing society and

문화로부터 시작된 바이오 아트가 비유기물과 유기물을 함께

based on benefiting from each other. It can be said that such

긴 시간 동안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맺는 것을

environment.

모아 합성생물학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a symbiotic structure is one of the basic principles applicable

말한다. 이러한 공생의 구조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Professor YI Doogab (Seoul National University) explained

말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의 변화와 자연이 재구성되는

to every organism. Building upon the combination and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the transition of biology from in the form of the life sciences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 바이오 아트가

convergence of science and art, the Daejeon Biennale will

대전비엔날레는 과학과 예술의 융 · 복합을 바탕으로 과학도시

of the 19th century which defined life centering on the

과학과 예술의 교차를 넘어 사회적 조직의 접점이 된다는 의의를

continue to show the identity of Daejeon as a more advanced

대전의 한 걸음 진보된 정체성을 선보이고자 한다. 대전시립

function of organisms, to biology since the latter half of

주지한 것이다. 즉, 변모하는 사회와 환경 변화 속에서 예술이

c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Daejeon Museum of Art

미술관과 IBS는 과학과 예술의 접점 위에서 경계를 확장하며

the 20th century which tried to understand life based on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의 방향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는

and the IBS keep on coexisting on the interface between

공존을 거듭하고 있다 . 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information. Pointing out that there could not be a one-to-

점을 시사했다.

art and science while extending their boundaries at the

플랫폼인 대전비엔날레 또한 공생의 복합체로의 진화를

one correspondence between genes and proteins in terms

이두갑 교수 ( 서울대 ) 는 생명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생명의

same time. The Daejeon Biennale, which is a convergence-

멈추지 않을 것이다.

of informatics, he said that organisms could not be merely

본질을 정의하며 19세기에 등장한 생명과학으로서의 생물학과

based platform, will also carry on its evolution as a symbiotic

reduced to their genes but that they lived by interacting with a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보를 중심으로 생명을 이해하게 되는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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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2018 IBS Art in Science is a New Begging.
“2018 IBS Art in Science” is IBS’ first exhibition to open at its
relocated headquarters. It also marks the first landmark event
to be held at IBS Science Culture Center, an open space for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2018 IBS Art in Science is the first
exhibition where I have taken part as an organizer, having only
previously enjoyed the harmony of science and art.
The 4th Art in Science brought together artworks from the
past three years’ exhibitions to solidify the identity of the exhibition. This year, it also displayed pieces from the world-renowned research institutions CNRS and CERN. Though the
artworks on display are explained in a few sentences, they are is
in fact the outcome of the efforts and sacrifice of many people.
The IBS Communications Team was dedicated to organizing
the exhibition: continuously communicating with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via tens of emails and international calls each
day; rephrasing explanations of scientific concepts and jargons
in layman’s terms, in consultation with IBS researchers in the
respective fields; and working on weekends and holidays to finalize the exhibition.
As a special exhibition of Daejeon Biennale 2018: BIO by the
Daejeon Museum of Art, 2018 IBS Art in Science opened to
the public. The exhibition was a meaningful attempt of IBS in
that it provides the public with chances to enjoy new experiences resulting from the convergence of science and art and it
joins the efforts of Daejeon to promote the contemporary spirit of convergence. Under the theme ‘INFINITE L∞P: Life,
Changes and Continuity’, the exhibition shares the aesthetic
value of the worlds discovered by scientists during research in
their respective fields.
This exhibition was initially inspired by M.C. Escher, the pioneer of mathematical and scientific art. His artwork the “Lizard” highlighted the circle of life in an infinite loop. We tried to
visualize the infinite loop of life from birth, death, and new birth
as well as the fact how science and art are intertwined through
a mutual influence and harmonious coexistence. A number of
installations reminiscent of loop are placed over the exhibition
hall to allow the audience to associate them with the theme of
the exhibition.
78

에필로그
GO EunKyeong, PARK YuJin

고은경, 박유진

IBS Communications Team

IBS 커뮤니케이션팀

This exhibition is dedicated to addressing the distance that
the public might feel about science. One of the representative
pieces of these efforts is the “infinite loop of life”, an installation
created together with the joint organizer of the exhibition, GO
Eun Kyeong. This artwork symbolizes the infinite loop of life
based on “change and continuity” (birth-reproduction-death)
with the mathematical sign for infinity (∞). The artwork was
installed on the ceiling with acrylic mirrors on the floor to allow
visitors to gain a multi-perspective view. Placed in between the
loops, the visitors became the living beings in the center of the
infinite cycle of life and inside the harmony of science and art.
The loop installation also served as a popular photo zone for visitors.
Visitors enjoyed hands-on experiences of scientific knowledge
at the ‘Introduce My Brain’ section. By coloring and decorating
their own brains, they learned about the different structures and
functions of the brain. The wall filled with the drawings of many
people in various colors is in itself a work of art as part of the exhibition. Exhibition visitors did not simply look at the artworks
but tried to connect with them and became a part of the exhibition by producing their own pieces.
Furthermore, an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The
Beginning and End of Life>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in an attempt to set the stage for discussing ways
to encourage the in-depth harmony between science and art.
Experts from diverse fields, including the natural sciences, humanities, technology, and art, came together to have rich discussions on life and share an expanded perspective on life.
‘IBS Art in Science’ is a special venue where scientists take
part in the combination and convergence of art and science and
shares these values with the public.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new approach to expressing and sharing science
and the direction of where science should be heading. The
unlimited realm of scientific knowledge in the fields of basic
science and its own space to embody such vast scientific contents are IBS’ biggest assets. The “2019 IBS Art in Science” will
continue its legacy to seek new forms of the combination and
convergence of science. That makes the Art in Science a new
beginning of IBS attempts to realize a higher level of harmony
of science and art.

2018 IBS Art in Science는 ‘시작’이다.

이번 전시는 과학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 하나가 직접 제작한

올해 새로 이전한 IBS 본원에서 개최된 첫 단독 전시이며,

설치작품 ‘생명의 무한고리’다. 이 작품은 ‘변화와 연속성’

과학대중화를 위한 대(對)시민 개방공간인 IBS 과학

이라는 생명의 본질이 만든 무한의 고리(탄생-번식-죽음)

문화센터의 첫 행보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멀찍이 즐기

를 수학기호인 무한대(∞)로 표현해 형상화한 것이다.

기만 했던 필자가 그 융합의 생산자로서 현장에 뛰어든

천장에 작품을 설치하고 바닥에 아크릴 미러를 놓아

첫 번째 전시이기도 하다.

관객들이 그 위에서 작품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게

이번 전시는 4회를 맞은 ‘Art in Science’의 정체성을

제작했다. 고리와 함께 거울 속에 비친 관객 스스로가

공고히 하고자 지난 3년간의 작품을 한 데 모았다. 더불어

하나의 생명체로서 무한한 생명의 순환 속에,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CNRS와 CERN의 작품도 함께

과학과 예술의 융합 속에 있음을 느끼도록 유도했다.

선보였다. 몇 개의 문장으로 간단히 소개된 이번 전시는

포토존과 SNS홍보 효과는 덤이었다.

사실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숨어있다.

과학적 지식과 함께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내뇌소

해외 연구기관 관계자와 하루에도 수십통의 메일과 국제

(내 뇌를 소개합니다)‘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관객들은

전화를 주고 받고 어려운 과학지식으로 가득한 작품 설명을

자신의 뇌를 직접 색칠하고 꾸미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IBS 연구진들의 자문을 구하며 재차 윤문하고, 휴일에도

배웠다. 다양한 사람들의 뇌가 모인 형형색색의 벽은

출근해 작품을 닦고 설치물을 옮기는 등 더 나은 전시를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어 전시관 한 켠을 장식했다.

만드려는 IBS 커뮤니케이션팀의 노력이 있었다.

관객들은 단순히 전시를 관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시와

2018 IBS Art in Science는 대전시립미술관의 대전

자신을 연결해보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며 전시의

비엔날레 2018 <바이오>의 특별전으로 개최되었다.

일부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많은 대중들에게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나아가 전시와 연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생명의 시작과

주는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전하고 융합의 시대정신을 위

끝>을 개최해 한층 더 깊이 있는 과학-예술 융 · 복합을

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참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IN-

시도했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기술과 예술 등 다양한

FINITE L∞P: 생명,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주제 아래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명에 관한 풍성한 담론을 만들어

과학자들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아름다움과 본질

내고 생명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과학적 시각으로 해석한 물질의 세계가 대중들

‘IBS Art in Science’는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연구원

에게 소개됐다.

에서 자발적으로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을 실천하고 이

이번 전시의 최초의 아이디어는 수학적·과학적 예술의

가치를 대중들과 공유하는 특별한 장(場)이다. 더불어

선구자 에셔(M.C.Escher)에게서 얻었다. 그는 작품

과학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도마뱀>에서 무한히 순환하는 생명의 원을 강조한 바

앞으로의 과학이 가져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있다. 이에 영감을 받아 탄생과 죽음, 새로운 탄생으로

큰 의미가 있다. 물리, 화학, 생명 등 기초과학 전 분야의

이어지는 생명의 무한한 순환과 함께 과학과 예술이 서로

무궁무진한 소재와 이를 실현시킬 고유의 공간은 IBS의

영향을 끼치고 맞물려 돌아가는 양상을 시각화하고자

큰 자산이다. 내년에 개최될 IBS Art in Science는

했다.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루프 이미지를 제작해 전시

한 차원 높은 과학과 예술의 융 · 복합을 꿈꾸는 IBS의

주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이용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79

IBS

Publisher KIM Doochul
Date of Publication December 2018
Published by IBS, 55, Expo-ro, Yuseong-gu, Daejeon, South Korea, 34126
Project Planners GO EunKyeong, PARK YuJin
Produced by MIN KyungYoon, KIM Dahee, GO EunKyeong, PARK YuJin

Designed & Printed ADMATE

발 행 인 김두철
발 행 일 2018. 12
발 행 처 IBS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전시기획 고은경, 박유진
도록제작 민경윤, 김다희, 고은경, 박유진
디자인 및 인쇄 애드메이트

ⓒ 2018 Institute for Basic Scienc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from IBS.

ⓒ 2018 기초과학연구원
이 책에 수록된 도판과 글의 저작권은 IBS에 있습니다.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