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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훈육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유롭게
풀어놓는 편이 효과적이라고도 한다.
적절한 자극으로 생각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사고를 틀에 가둘 수
있으므로 교육이 적을수록 좋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정답이 없어 보이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결론은 있다.
경험이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연구와 산업,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현대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정의해준 논리가
아니라 ‘기계학습’으로 지능을 구현한다.
기계학습의 권위자인 카네기멜론대 톰
미첼(Tom M. Mitchell) 교수에 따르면
‘꾸준히 경험을 제공해 작업의 성능을
높인다”고 정의한다. 인공지능의 기반도
다양한 양질의 경험, 즉 데이터다. 방대한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고 기계학습이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이 연구 현장도
변화시켰다. 축적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과학이나 생물정보학,

I N
R ESE A RCH
계산화학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출현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양질의 연구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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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빨리, 방대하게 생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연구데이터의 선순환이다.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데이터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IBS의
연구활동을 통해 살펴본다.

글 |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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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어느 한 천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관찰과 실험, 지식의
토대 위에 새로운 발견이 더해져야 새로운 이론이 탄생한다. 축적된 지식이 많

데이터과학이 쌓아올린 인공지능 혁명

을수록 더 정확하고 고도화된 이론이 나온다. 과학의 ‘누적적’ 성격은 21세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의 과학과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방
대한 지식을 짧은 시간에 쏟아내고 있다. 현대 과학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선 난쟁이’가 아니라 ‘거인 위에 올라선 거인’이 됐다. 이처럼 급속한 성장을 가
능케 한 밑바탕이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부활

흔히 ‘거인의 어깨에 올라 앉은 난쟁이’로 표현되는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지능이란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말은 아이작 뉴턴이 일생의 라이벌인 로버트

인공적으로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능은 외부를 인식하고 추론하

훅에게 보낸 편지에 인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며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기능을 하는지 명확히 모르는 상

실제로는 ‘나는 과거의 위대한 학자의 아이디어를

태에서 지능을 모방하거나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빌렸을 뿐, 동시대의 경쟁자에게는 영향을 받지

한편으로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한편

않았다’는 경쟁의식을 담았지만, 과학자가 자신의

으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허구로 취급되기도 했다.

연구업적을 과거 석학들의 공으로 돌리는 겸양의

다만 일정한 수준의 합의는 있다.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1956년 다트머스 회의

의미를 담은 말로 인용되곤 한다. 우주의 탄생부터

에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으로 처음 등장했다. 사람의 사고과

생명의 진화, 지구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을 논리적으로 규명해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에 대해 아는 방대한 지식은 인류가 수천 년에

뇌 활동을 재현해보겠다는 아이디어였다. 수학의 발전에 따라 복잡하고 추상적

걸쳐 관측하고, 실험하고, 탐구해서 쌓아 올린

인 개념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자신감도 한몫했다.

유산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데이터 간의 연결과 흐름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함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세기의 목판인쇄본 의학서인 로젠발트(Rosenwald) 컬렉션 중 ‘오리온과 케달리온’
삽화. 그리스 신화의 거인인 오리온은 헤파이스토스의 시종인 케달리온을 어깨에
태우고 멀어버린 눈을 치료하러 갔다. 케달리온은 오리온의 어깨 위에서 눈 역할을
대신해줬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선 난쟁이’라는 표현은 이 신화에서 탄생해서
‘난쟁이가 거인을 딛고 더 멀리 본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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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지식기반 방법과

동물의 신경세포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듈인

5

텐서플로(TensorFlow)를 이용해

데이터기반 방법이다. 먼저 시도된 방법은 ‘연역’에 가까운 전자다. 인식,

예술작품의 화풍을 분류하는

추론, 학습과 같은 인간의 지적 기능을 수학적으로 재해석해 논리적 규

작업의 예시. 구글 빅쿼리를

학습로그

텐서보드

이용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칙으로 명확하게 정의한다. 정의된 규칙을 기계에 탑재한 뒤, 외부의 정
보를 처리함으로써 지능을 모방한다. 수학 문제처럼 사전에 논리가 구
체적으로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다만 규칙과 지식을 완

미술관의 소장품을

7

화풍과 문화권별로 분류한

DATA
CLOUD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1

벽하게 미리 정의해서 입력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미리 입
력된 지식과 무관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에는 해답을 줄 수 없었

6

2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문화권별로 분류
된 작품 데이터

시냅스를 통해
전달받는 신호

다.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기능 외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수상돌기

작품 분류 서비스인 ‘큐버넷’에

기계학습

입력한다. 인공지능 모듈인

4
신경세포체

텐서플로는 기계학습을 통해

데이터 입력

작품 분류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구글 빅쿼리

축색돌기

높인다. 큐버넷에 작품 이미지를

이에 비해 데이터기반 방법은 ‘귀납’의 방법론에 가깝다. 기계에게는 기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이 화풍을

초적인 정보 처리 방법만 알려주고 가급적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데이터
로 제공한다.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기계 스스로 규칙을 도출한다. 이렇게

입력값

시냅스를 통해 전달되
는 신경 신호

가중치

이미지 분류 모델

3

학습 모델

PODS

PODS

GPU

GPU

분석해 작품이 제작된 시대와
결과값

지역을 알려준다.
© Ton Ngo, Winnie Tsang

얻은 지식은 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에 적용해 해석하고 피드백
전환함수

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정교하게 다듬는다. 지식을 스스로 생성하므

활성함수

활성값

로 기계가 접하는 거의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처
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 각광받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학습의
원리이기도 하다.
기계학습은 사람이 직접 규칙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기계 스스로 정보로
부터 규칙을 생성하고 수정하며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큐버넷

인공 신경망

구체적으로는 뉴런를 모방하는 계산 단위들을 설계하고, 연결해 신경 신호를 모방한다. 실제 뇌에

동물의 신경세포와 인공신경망의 대응관계. 신호를 선별해 받아들이

가능케 하는 기술이 뇌의 구조를 모방한 ‘인공 신경망’이다.

는 부위인 수상돌기는 입력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가중치에, 신호

서는 뉴런이 각자 독특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미세한 신경세

뇌는 수많은 뉴런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다. 유입되는 정보에

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체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전환함수

포의 신호 변화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를 반영해 인공 신경망은 약간의 입력값 변화도 세밀하게

따라 뉴런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도 하고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제어

에,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축색돌기는 활성함수를 거쳐 생성

반영해 결과값을 도출하는 ‘비선형 함수’를 활용해 사고과정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모사한다. 특히

돼 다음 알고리즘으로 전달되는 활성값에 각각 대응한다.

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사고 과정을 구현한다. 인공 신경망은 신경세포의

입력값에 따라 다음 신경망으로 정보를 넘겨주는 계산 단위인 ‘숨겨진 계층’을 두며, 학습하려는 지

연결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모사해 생물의 뇌처럼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식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입력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의미한 결과
값을 정보로 산출한다.

정보의 경로와 출력값을 스스로 조절한다.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만 잘 수집하면 학습 알고리즘으로 해결책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력-출력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로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 인공신경망을
실용적인 수준으로 활용하려면 실제 신경계처럼
여러 뉴런이 정교하게 얽힌 복잡한 구조로
구축돼야 한다.
이를 해결한 방법이 ‘심층인공신경
망’을 통한 ‘딥러닝’이다. 딥러닝
은 말 그대로 신경망에 의한 학
습 과정을 ‘심층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여
러 개의 숨겨진 계층을 통해 이
루어진다. ‘숨겨진 계층’들은 각
자의 고유 알고리즘에 따라 입력
기계학습의 기본 개념. 컴퓨터는 입력된 입출력 쌍을 분류함으로써 규칙을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집합, 이산수학 등 수학적 방법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된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해 다른 층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오면 설정된 규칙을 적용해 결과값을 도출하며 출력값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규칙을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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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입니다.”

“모두 고양이
입니다.”
구글

5 학습이 끝나면

6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인공신경망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지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결과값을 도출

4

다른 이미지 데이터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

출력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 출력값을 종합해
단일한 결과값으로 제시

출력

3
출력값의 신뢰성과
오차를 바탕으로 숨겨진
계층의 연결을 재조정
숨겨진
계층

심층인공신경망

2

입력

Steven B. Harris(W)

이미지 데이터
입력

2019년 3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마존 AWS 서밋 행사장. AWS는 아마존에서 개발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도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아마존 홈페이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어 복잡한 기능의 웹페이지도 구현 가능하다. 애플의 iCloud도 AWS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도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의 Google Cloud Platform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Infty / Shutterstock.com

1 이미지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해 입력데이터 설정

고양이를 딥러닝해보자! 작은 원은 하나의 뉴런에 대응하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인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

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그리고 정보를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숨겨진 계층’으로 구성된다. 작은

초연결이란 2008년 미국의 IT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

원을 연결하는 붉은 실선은 정보의 흐름으로, 각 원은 알고리즘으로 규정된 입출력 규칙에 따라 다양한

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정보 흐름을 만들어낸다. 기계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한 정보의 경로가 강화돼 숨겨진 계층에서 특정

Things) 기술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이 사람의 개입

입력 정보를 처리하는 경로인 ‘규칙’을 형성하고, 이 규칙은 이후의 입력값에 따라 어떤 출력값을 낼지 결

없이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을 말

정한다. 예시에서 인공지능은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학습함으로써 입력된 이미지를 판별해 고양이로 출력

한다. 초연결은 생산과 소비의 실시간 조절, 자동생산,

을 초연결(hyper-connected)하여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에 혁신을 일

하는 정보의 경로를 만들어냈다(굵은 적색 실선).

지능형 관리 시스템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시스

으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기반이 된다.
초연결 네트워크에서는 수많은 사물이 생산하는 방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및 사회구조의 총체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물과 공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처리의 기반 기술이 바로 수많은 정보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공유해야 한다. 여기

를 수집, 관리하고 이로부터 정보를 산출하는 빅데이터 기술과 데이터를

서 말하는 데이터란 누군가가 의미를 전달할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대한 실시

정제한 ‘정보’가 아니라 가공 이전의 순수한 데이터, 원
재료에 가까운 데이터를 말한다.

간 연산이 가능하도록 수많은 고성능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작동

으로 넘겨준다. 새로운 입력값이 이전 계산값과 다른 경우, 정보의 오차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심층신경망을 통한 딥러닝으로 바뀌면서 데이터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다. 인공지능은 마치 컨트롤 타워처럼 빅데

를 반영해 정보가 흐르는 경로를 변경한다. 입력 정보가 여러 계층을 지

처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심층신경망은 지능을 모방하는 구조일 뿐, 딥러

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핵심 역할을 한다.

나치며 중요한 것은 증폭되고 무관한 변이는 억제되면서, 두터운 신경망

닝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내용인 데이터가 충실해야 하기 때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에서 보듯 현대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은 기

계층을 지나는 독특한 경로를 형성해 나간다. 이는 복잡한 미로에 선을

문이다. 귀납에 가까운 방법론의 특성상 학습하려는 규칙과 관련된 데이

존의 연구-산업 네트워크와 다른 점이 있다. 과거 데이터과학은 실용적

그리면서 길을 찾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갈림길마다 경로를 선택해서

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은 좋아진다.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처

인 활용보다 근본적인 이론체계를 쌓아나가는 기초연구에 가까웠다. 그

막힌 경로는 버리고 다음 갈림길로 연결된 경로는 더 짙게 칠하면서 최

리하는 슈퍼컴퓨팅 기술과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러나 현대의 데이터과학은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발생한 수요와 긴밀히

단경로를 뚜렷하게 표시해 나가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며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연계돼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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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넘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까지 기능한다. 사실상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최근 미국 의류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 과학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힘은 ‘빅데이터에 내재된 가

온라인 의류업체 ‘스티치픽스’는 홈페이지에 제품사진을

치’로부터 나온다. 데이터과학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분석의 대상

현대 과학에서는 과거에 비해

같은 기본 정보만 제공하면 맞춤형으로 디자인된

인 동시에 분석과 예측을 위한 모델링 재료로도 활용된다. 데이터를 재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만의 옷’을 배송받을 수 있다. 그림은 스티치픽스의

료로 체계화된 지식과 신경망이 예측한 정보를 데이터와 대조해 끊임없

쏟아져 나온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 피드백함으로써 더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사람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로

올리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옷의 용도와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최적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한 설문을 입력한다. 인공지능은

의 영역은 여전히 있다.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도구만으로는 유용한 가치

제품 데이터베이스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지, 즉 분석의 목적을

가공하려면 연구자 개인의 능력을

소비자에게 개인 전속 디자이너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문제에 대한 직관과 창의적인 해석능력이 필요

뛰어넘는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이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추천상품이나

한데, 아직 기계가 모방하지 못하는 분야다.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다.

요소를 조합해 맞춤형 디자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이

페이스북의 ‘당신이 알 수도 있는 사람’ 유투브의
추천영상 알고리즘이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성공사례를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스티치픽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연구 분야의 도약

넷플릭스 데이터과학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유명

데이터 과학의 방법론과 기계학습 과정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앉아

살펴보면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더 멀리 내다보는’ 과학의 방법론과 놀랍도록 닮았다. 현대 과학에서는

과학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엔지니어인 에릭 콜슨을 영입하기도 했다. © Stitch Fix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 이를 효과적
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로 가공하려면 연구자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

실감할 수 있다.

는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다.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과학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레이스

소매

실루엣
문양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 처음 수집된 데이터는 맥락과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파편적으로 흩어진 데이터의 모음에 지나지 않는다. 수집된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해 데이터를 분류하고 구조화하면 데이터가 생성된 큰 규칙과 구조가 드러나기

하단부

시작한다. 새로운 데이터는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구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정교화하고 최종적으로 견고한 논리적 틀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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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분야의 성공사례로는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아우바브 자인(Anubhav Jain) 박사 연구팀은 소재과학에 대한

A

B

C

정보가 전혀 없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헌을 학습해 신소재 후보물질을

Tower @ Scale 1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연구자들이 관련 논문을 보며 유

Tower @ Scale 2

의미한 연구 주제를 찾는 것처럼 말이다.

Tower @ Scale 4

연구진은 딥러닝 분야에서 활용되는 Word2vec라는 알고리즘에 1922년

Tower @ Scale 8

부터 2018년 사이 1000개 이상 학술지에 발표된 소재과학의 논문 초록

Head - Label 1
Tower @ Scale 1

Head - Label 2

Tower @ Scale 16

을 입력해 알고리즘이 소재과학의 주요 단어를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

Head - Label N

었다.
Word2vec은 50만 개에 달하는 주요 용어를 추출해서 연관 의미를 도
출하고 200개 차원의 벡터로 표현했다. 연구진은 ‘강자성체’에서 강자성

글래드스톤 생의학연구소의 크리스티안센(Eric Christiansen) 박사팀이 고안한 인 실리코

체 소재 중 하나인 ‘퍼멀로이(NiFe)’란 단어를 빼고 반자성체 소재인 ‘인

레이블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념도. 전체 네트워크는 여섯 개의 서브네트워크(tower)와 한

듐망간 합금(InMn)’을 더했을 때 ‘반자성체’라는 단어가 결과값으로 나오

개 이상의 화소 분포 예측 알고리즘(head)로 구성된다. 다섯 개의 서브네트워크는 형광 표지된
부분의 화소 정보를 각각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크기로 구분해 수집하고, 이를 여섯 번째

계산화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널인 <The Journal of

서브네트워크가 처리한다. 예측 알고리즘은 서브네트워크에서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Computational Chemistry>. 데이터과학을 화학에
도입한 계산화학은 학계에 소개된 이후 핵심적인

Word2vec는 문헌에서 단어가 등장하는 위치를 수학적인 벡터로 표현한

연구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계산화학만

다. 즉, 단어를 숫자의 집합인 벡터로 표현함으로써 단어가 활용되는 ‘맥락’

전문으로 다루는 학술지도 여럿 발간되고 있다.

을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 단어를 ‘연산’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결과값으로

이미지를 예측해 재구성한다. © Eric M.Christiansen et al / Cell

출력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도시 정보가 있는 문헌을 Word2vec에
학습시킨 후 한국-서울+워싱턴이라는 연산을 시행하면 미국을 결과값으로

열전현상과
관련된 성질

내는 식이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데 여기서 서울을 빼고 워싱턴을 추가하

는 것을 통해 Word2vec이 구성한 벡터에 주요 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세포를 식별할 수 있게 한 방법이다. 연구진은 전체

면 ‘국가의 수도’라는 맥락을 이용해 미국을 결과값으로 내놓는다.

반영됐음을 확인했다.

세포 중 특정한 세포들을 형광 레이블로 표지하고 레이블이 없는 영상과

연구진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새로운 열전소재(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소

붙은 영상을 함께 보여주며 딥러닝으로 학습시켰다. 이 과정을 수백만

재) 후보를 찾을 수 있는지 탐색했다. 알고리즘은 학습된 단어들을 조합

번 반복한 후 컴퓨터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상을 제시하자, 컴

해서 임의의 화합물을 만들고 ‘열전’이란 단어와의 연관성에 따라 조합

퓨터는 형광표지가 되어 있던 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세포를 찾아내

열전소재 관련 단어들. 소재과학

된 화합물에 순위를 매겼는데, 인공지능이 제안한 상위 10개 후보 소재

어 세포의 종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마치 인종에 따라 다른 눈

분야의 논문들을 학습한

의 이론상의 열전효율은 지금까지 알려진 열전소재의 평균값보다 모두

매를 학습시킨 후 새로운 사진을 주고 눈매의 특징으로부터 어떤 인종인

높았다. 후보 소재 상위 3개는 지금까지 알려진 열전소재의 상위 5% 수

지 분류하는 것과 같다. 이를 이용하면 여러 세포가 뒤섞인 배양액 안에

중심으로 각종 소재와 단어들을

준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심지어 알고리즘은 새로운 연결고

서 단 한 개의 뉴런을 식별해 낼 수 있으며 세포에서 돌출된 부분을 통

벡터로 표현해 배치했다. 그림에서

리를 예측해낼 뿐 아니라 열전소재 분야에서 최근 유행하는 결정 구조인

해 어떤 종류의 뉴런인지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세포 내에서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단어 간

‘반 호이슬러 구조’ 물질을 다수 찾아내기도 해 정보의 질도 높았다. 딥러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세세한 것까지 대량으로 한꺼번에

관계는 실제 의미를 상당부분

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제안할 뿐 아니라

발견할 수 있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루게릭병(ALS) 같은 신경

어려운 난관에 대한 힌트를 문헌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식으로 고차원

퇴행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인 연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막연하게 먼 미래의 흥미롭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

생의학분야의 성공사례로는 미국 글래드스톤 생의학연구소의 연구를 들

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수 있다. 보통 세포 내 물질의 생화학적 특성을 직접 확인하려면 세포를

인 신기술이다.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데이터 과학

죽인 뒤 화학적 처리를 해야 한다. 글래드스톤 생의학연구소 연구진은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인공지능이 이미

살아있는 세포들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촬영할 수 있는 ‘완

실용적인 관점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 분

전자동(AI) 로봇 현미경’을 개발해 이전까지는 확보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야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을 막론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

하루에 3~5테라바이트 수집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

능이 활발하게 사용된다. 데이터 과학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원천기술이

턴을 인식, 예측하는 데 ‘인 실리코 레이블링(in silico labeling)’이라는 새

산업과 사회, 연구에 어떤 지평을 열고 더 먼 곳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

로운 딥러닝 방법을 사용했다. 컴퓨터가 특정 세포의 특징을 학습하여

된다.

현재 알려진
열전현상 관련 물질

Cu7Te5

Li2CuSb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된

인공지능이 상호 간 상관관계에
따라 ‘열전’이라는 단어를

Sb 2Te3
PbTe

heusler compound

Cu2Te

indirect band

Cu5Te3

BaCu2S2
optoelectronics

보듯 인공지능이 사전 정보 없이

thermoeletric

electronic

반영한다. © Berkeley Lab

Cu2-x

photovoltaic applications
chalcogenide

optoelectronic
band gap

<인공지능을 이용한 열전소재의 발견>

CsAgGa2Se4

열전현상을
일으키는 후보물질

[네이처,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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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영준 동아사이언스 기자

Research
Frontline

가짜뉴스 팩트체크에서
기후예측, 질병정복까지
기초과학 연구자의
신무기 ‘데이터 사이언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는 사람들에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위력을 보여줬고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 google deepmind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빅데이터’라고도 불리며,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쓰이는 데이터마이닝과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은 대중적인 용어가 됐지만,

데이터마이닝

정확히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드러나 보이지 않던 상관관계를 밝
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데이터의 합으로

많지 않다. AI의 경우 첨단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기술

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한다.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실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활용처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에서는 새로운

한국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대중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건 2016년 프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IBS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을 전후해서부터다. 프로기사들이 경기한 내

연구단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을 어떻게

용을 담은 기보 16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예상을

활용하고 있을까.

깨고 이세돌에 압승을 거두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훨씬 전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파급력에 주목했
다. 연구를 하기 위해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머신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
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유전체 정보나 수많은 화학물
질 정보, 온라인에 떠도는 각종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기법이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역의 비밀을 푸는
데 기여하고 있다.
IBS에서는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과 기후물리 연구단, RNA 연구단, 분자활
성 촉매반응 연구단 등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연구하
고 있다. 생물학과 물리학, 화학, 수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활
용한다는 점에서 현대 기초과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기법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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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으므로 SVM으로 생성된 값만으로 결정트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

B

Training set

Χ
Initial node (root)

3

다. 친인척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관계인 ‘촌수’가 멀수록 혈

Tree 1

연관계가 먼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양자택일 형식의 의사결정만으로 이루

split node

2

Terminal node

어져 유연성이 부족한 결정트리의 특성상 실제로 재구성된 트리는 여러

1

가지 모양일 수 있다. 따라서 입력 데이터에 따른 결과값을 예측할 때는
1

2

3

Χ

동일한 데이터로부터 도출한 여러 형태의 트리를 동시에 활용해 결과값을

Tree 2
Subsample 1
3

3

2

2

1

1

1

2

비교하고 최적의 결론을 도출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랜

Subsample N
Majority
Vote

1

3

2

덤포레스트다. 입력 데이터에 대해 여러 개의 트리가 내놓은 여러 결과값

Random
Forest’s
decision

을 평균, 곱, 과반수 투표와 같은 연산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내놓는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re:publica 2018’ 행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캠페인을

3

Χ
Tree N

열고 있는 활동가들. re:publica는 소셜미디어 관련 콘퍼런스이며, 소셜미디어를

한 미래 예측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은 이미 구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는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글 검색엔진을 이용한 선거 예측과 같은 사례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된

© flowgraph / Shutterstock.com

Tree 1

차 교수는 현재 IBS 연구진과 함께 이 연구를 발전시켜 빅데이터에 기반

바 있다.

Tree N

랜덤포레스트를 이용해 ‘가짜뉴스인가 아닌가’와 같은 양자택일형 결정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의 모식도. 학습할 데이터로부터 임의의 자료를 추출해 SVM으로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배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트리를 만든다. 녹색 원은 가짜 뉴스, 붉은색 원은 가짜 뉴스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성된 여러 개의
결정트리를 활용해 임의의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결과값을 산출한다. 결정트리의 개수만큼 결과값이 나오므로 여기에 다수결이나 논리곱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

가짜뉴스의 확산 패턴

신뢰성 높은 정보의 확산 패턴

(‘데오드란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정보)

(‘존 하트슨은 뇌암을 앓고 있다’는 정보)

데오드란트가 암을 유발한다 (가짜뉴스)

존 하트슨은 뇌암을 앓고 있다 (일반 정보)

최종 결과값을 산출한다. © Mchado et al / Veterinary Research

인터넷 가짜뉴스 팩트 체크!

의’에서 정교민 서울대 교수,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연구소 연구팀과 공

차미영 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의 데이터사이언스 그룹 교수는 사

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퍼지는 루머의 진위를 판별할 수

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학적 성격을 가진 연구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데

차 교수팀이 분석한 데이터는 트위터에서 떠도는 각종 루머였다. 2006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전파된 정치, 연예, 정보기술(IT) 관련 트윗

차 교수는 2013년 12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데이터마이닝 국제회

이 전파되는 양상을 분석했는데, 약 5400만 명의 사용자와 약 19억 건
의 방대한 팔로우 링크를 분석했다.
여기에 서포트벡터머신(SVM, Support Vector Machine)과 결정트리(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SVM은 데이터를 유사한 것끼리 묶고 유

서포트벡터머신(SVM,

사성에 따라 숫자를 부여해 벡터값을 설정함으로써 가상공간에 배치하

Support Vector Machine)과

는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면 의미의

결정트리(decision tree),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상관도를 알 수 있다.
결정트리는 마치 스무고개하듯 범주를 점점 줄여가면서 연속적으로 특
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처

트위터에서 살펴본 가짜뉴스와 일반 정보의 전파 패턴. 그래프의 점은 트위터 사용자를, 선은 리트윗 또는 메시지 간 상호
언급된(멘션) 관계를 뜻한다. 가짜뉴스는 매우 산발적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정보에

음 보는 생물을 분류할 때 식물인지 동물인지, 털이 있는지 없는지, 깃털

비해 가짜뉴스의 정보 확산 경로가 훨씬 단순하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가짜뉴스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인지 아닌지, 발굽의 모양이 어떤지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범주를 좁

신뢰도 높은 정보에서보다 ‘확실하지 않지만’,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같은 표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다.

혀가면서 어떤 종인지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 Kwon. S, Cha. M / PLoS One

역으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결정트리 구조를 학습할 수도 있
다. ‘거리가 먼’ 데이터일수록 결정트리에서 지나쳐야 하는 가지의 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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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두 엘니뇨 현상이 대서양

사실 분자생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

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지구 온난화, 열대저기압 등의 다양한 변수와

보를 연결하고 분석해서 숨은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연적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으로 데이터 과학과 만날 수밖에 없는 분야다. 실제로 김빛내리 단장이

IBS 기후물리연구단은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수학자, 통계

연구단은 이번 분석으로 설계한 수학적 모델이 엘니뇨에 의한 가뭄, 홍수,

이끄는 IBS RNA 연구단은 인간의 세포에서 마이크로RNA(miRNA)가 유

학자 등 다양한 분야 연구자와의 협업으로 국제적으로

폭우, 폭설 등의 피해에 대비하고, 식량부족, 식수고갈, 전염병 등의 문제

전자 발현 과정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알아내는 데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를 예방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을 사용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2019년 4월부터 국내에서 3번째로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연

RNA 연구단의 주요 연구 주제인 miRNA는 21~23개의 염기로 이뤄진 아

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 작은 RNA다. miRNA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구체적인 엘니뇨 발생 원리 규명

기후연구 역시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다. 악셀 팀머만 단장이 이끄는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El
Nino)의 발생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네이

처〉 2018년 7월 25일자에 발표한 성과다. 11개국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miRNA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4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방대한 데이터 분석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miRNA 생성 원리 규명에 한몫

김 단장은 그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연구자다. 2003년 드로셔

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태평양 엘니뇨와 중태평

지구라는 거시적인 구조뿐 아니라, 나노미터 단위의 몸속 미시 세계의

(DROSHA)라는 단백질이 miRNA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양 엘니뇨의 발생 매커니즘과 두 엘니뇨가 발생하

비밀을 밝히는 데에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 훌륭한 도구로 쓰이

는 사실을 밝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드로셔를 중심으로 한

는 주기와 공간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체계를 수립

고 있다. 분자생물학과 데이터 과학은 굉장히 낯선 조합처럼 느껴지지만,

miRNA 연구를 이끌어오고 있다.

했다.
엘니뇨는 태평양의 적도 지역의 중심에서 아메리카대
륙에 이르는 동쪽까지의 넓은 범위에서 바닷물이 비정상

기후변화가 나타나지만, 발생 주기나 공간적인 패턴, 강도, 지속기간

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한 두 개의 엘니뇨 고유 진동 모드 모식도. 지속적으로

새로 규명된 RNA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드로셔의 3차원 단백질 구조.

등의 특성이 매우 불규칙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다.

색으로 구분된 부분은 서로

연구단은 태평양 연안의 해수 온도와 대기 상태, 그리고 엘니뇨 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아미노산
사슬을 뜻한다. 연구진은

힘을 가하지 않으면 진동폭이 줄어드는 진자처럼, 엘니뇨의 진동 상태는

대한 장기간의 데이터와 엘니뇨와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일정한 자극을 요한다.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

분석했다. 핵심은 입력된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에 나타날 변화를

어느 부위에서 miRNA 전구체

예측해 주는 기후 모형이었다. 기후 모형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절단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크게 3~7년 주기의 동태평양 엘니뇨(EP엘니뇨)와 2~3년 주기의 중태평양
엘니뇨(CP엘니뇨)로 나뉘어진다. 연구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양의 평균
상태 변화(해양 상층에서 더운 물층의 깊이 변화), 서태평양의 열대저기압을
포함하는 돌발적 기상 현상, 또는 인도양 및 대서양과 서태평양 사이의
상호작용 등에 변화가 주어지면, EP엘니뇨와 CP엘니뇨의 발현 정도도
달라져 다양한 조합의 상호작용으로 엘니뇨의 다양성이 나타남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후 데이터를 통해서 변수에 따른 기후 변화를 나

u
상단 분기점

g

u

DGCR8, RNA와
heme 결합도메인
절단 정확도를 높임

신호 출력 알고리즘을 활용해

DGCR8

대기 순환에 연쇄적인 변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전 지구적인

DGCR8

적으로 따뜻해지는 현상이다. 엘니뇨로 인해 해수의 흐름과

있었다.

DGCR8, 이중가닥
RNA 결합도메인
절단 효율을 높임

타내는 수식을 만든 뒤 이를 알고리즘 형태로 변환한 것이다.
상부 가지
~22bp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태평양의 수온 변화, 기압, 풍향 등 기상 데이터

DGCR8, C말단 도메
인 드로셔를 안정화
하고 활성화시킴

를 바탕으로 날씨와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작업은 수많은 기상 데이터와 날씨를 수학적인 변수로 다뤄서 상관관계
를 분석하고, 수식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엘니뇨처럼 광범위하

연구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고안하고

게 장시간 일어나는 변화는 다뤄야 할 변수가 너무 많고 인과관계가 복
잡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드로셔에 의한
대체 형태의 절단

새로운 드로셔
표적 RNA

하부 가지
~11bp

다행히 데이터과학과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잡한 기후 모델을 설

여기에 다양한 기상데이터를

계하고 검증하기 용이해졌다. 연구단은 과거 확립된 엘니뇨 모델에 태평

대입해서 태평양과 동태평양

양의 기상 데이터를 대입해서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엘니뇨의 상호작용이 전체 엘니뇨

마이크로RNA
끝 염기의 변형

태평양 중앙에서 2~3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와 동태평양에서 3~7
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었다.

현상의 불규칙한 주기와 공간

또한 연구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고안하고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확인했다.

여기에 다양한 기상데이터를 대입해서 태평양과 동태평양 엘니뇨의 상
호작용이 전체 엘니뇨 현상의 불규칙한 주기와 공간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확인했다. 두 엘니뇨가 결합해 다양한 형태의 엘니뇨가 만들어진

길이측정

DROSHA

g
miRNA 절단 정보 수집으로 새롭게 발견한 드로셔와 miRNA 특성.
마이크로RNA의 염기서열 끝은 드로셔 절단 위치와 일치할 것으로
간주되어왔으나 RNA 연구단 실험의 마이크로RNA 데이터와 미르베이스의

u

드로셔
하단분기점으로부
터 약 11bp(염기쌍)
거리를 인지하여
RNA를 절단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상당한 불일치가 관찰됐다. 이로부터 많은
마이크로RNA들이 생성 과정 중에 끝 부분에서 추가적인 변형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miRNA 전구체라도 드로셔에 의해 각각 다른
부위가 절단돼 여러 종류의 miRNA(이성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극소수의
miRNA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보고됐던 것과 달리, RNA 연구단의 연구를 통해
실제로는 다수의 miRNA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하단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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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진은 드로셔가 miR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miRNA 전단계 물
질인 전구체의 어느 부위를 절단하는지를 정확히 찾아냈다. 또 드로셔가
miRNA의 전구체뿐만 아니라 다른 RNA도 절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miRNA의 생성 과정과 드로셔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연
구 성과다. 연구단은 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몰레큘러 셀〉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데이터 분석 기법은 ‘정합 필터(matched
filter)’라는 알고리즘이다. 정합 필터는 미리 입력한 특정 값과 같은 입력

값이 들어오면 다른 신호와 구분되는 큰 값을 출력해 주는 알고리즘으
로, 신호 처리 분야에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데 많이 쓰인다. 연구팀은

화학반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를 컴퓨터로 분석해 조건을
바꿔가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한 뒤
실제 실험으로 필요한 반응이나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기법에 이미 밝혀낸 드로셔의 절단 패턴을 적용해 유전체 전체 데이
터에 퍼져 있는 드로셔의 절단 패턴을 빠르게 선별해낼 수 있었다.
연구단은 이 성과를 토대로 드로셔의 발현량이 높은 배아줄기세포와 뇌

합한 물질을 찾아내는 데 요긴하게 활용된다. 화학반응이 어떤 과정을

조직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드로셔가 배아 발생과 뇌 발달에 어

거쳐 일어나는지를 컴퓨터로 분석해 조건을 바꿔가며 어떤 결과가 나올

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지를 예측한 뒤 실제 실험으로 필요한 반응이나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
다. 이 분야를 개척한 과학자들은 1998년과 2013년에 노벨화학상을 수

최적의 화학 결합 계산해 의약품 원료 생산에 도움

상했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과 제약 분야도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IBS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은 계산화학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

이다. 특히 신물질을 합성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해서 석유에서 의약품 원료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이언

다는 측면에서 기초과학에서도 대중의 피부에 와 닿는 활용 분야라고

스〉 2018년 3월 2일자에 발표했다. 주인공은 장석복 연구단장과 백무영

할 수 있다.

부연구단장,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공동연구팀이다.

화학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분야는 계산화학이다. 컴퓨터 소프트

연구팀이 합성한 물질은 ‘감마-락탐’으로, 뇌전증 치료제와 혈관형성 억

웨어를 이용해 분자와 원자, 전자 사이의 방대한 상호작용을 계산해 적

제제의 핵심 구성 물질이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합성화학과 소재 분야에

lr

N

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팀은 실제로 상온에서 탄화수소를 이용해

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고, 석유와 쳔연가스처럼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

감마-락탐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합성된 감마-락탐이 실제

료에서 감마-락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생리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임상적인 연구를 거쳐 의약품과 신소

를 구성하는 탄화수소가 상온에서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림돌이

재 개발 등 산업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었다. 탄화수소의 탄소-수소 결합을 탄소-질소 결합으로 바꿔야 하는

데이터과학은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여겨진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데

데, 중간체인 카보닐나이트렌이 쉽게 분해돼 상온에서 감마-락탐을 합

이터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수가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가우시안’이라는 프로

성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기술이 단순하던 시절에는 연구처럼 사람의 직관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

그램을 개발한 공로다. 가우시안은 화합물의 분자

연구팀은 계산화학의 데이터 분석 기법 가운데 하나인 ‘밀도범함수’를 이

야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데이터

용해 카보닐나이트렌이 쉽게 분해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촉매를 알아냈

과학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지과학의 발전에 따라 기계가 인간의 창의

다. 밀도범함수는 분자 내부에 전자의 상태와 에너지를 양자역학적으로

성도 모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약

계산하는 함수로, 원자 간 반응이 어느 부위,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양상

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오래지 않아 인공지능이 전문 연구자

있는 계산화학 프로그램인 ‘참(CHARMM)’을 개발

으로 일어나는지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촉매를

의 창의적 해석능력을 갖추고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

해 201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수상은

예측할 수도 있다.

된다.

1998년, 존 포폴 미국 노스웨스턴대 화학과 교수
N

C

와 월터 콘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 물리학과 교

O
R

원하지 않는 반응 경로 1
(탄소-질소 짝지음 반응)

전이상태 1

구조만으로 분자 속 전자의 상태와 에너지를 계산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을 예측해준다. 이후 마

+
N

lr

v

틴 카플러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 아리에 워셜 남
N

O

C
R
반응 중간체
(금속-카보닐나이트렌)
R=

lr

N
필요한 에너지 : 9.6 kcal/mol

C

캘리포니아대 교수, 마이클 레비트 스탠퍼드대 교

N

O

Ph

수 등이 고분자화학이나 생명과학에도 적용할 수

R

원하지 않는 반응 경로 2
(커티우스 재배열 반응)

전이상태 2

사진은 2019년 IBS에서 가동을 시작한 슈퍼컴퓨터, ‘알레프’.

서도 널리 쓰인다. 과학자들은 이전보다 쉽게 감마-락탐을 합성하기 위

계산화학과 노벨화학상

필요한 에너지 : 9.1 kcal/mol

연구활동에서 데이터과학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현대 화학에서 예측 알고리즘이 얼마나 중요한 역
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연구는 이론과 실험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단의 계산화학 전문가
인 백무현 IBS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 부연구단장이 카보닐나이트렌

O
lr N
H
C
H Ph
원하는 반응 경로
(탄소-수소 삽입 반응)

분자에 있는 전자들의 양자적 상태를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고안해서

N

필요한 에너지 : 12.0 kcal/mol

전이상태 3

계산화학을 통해 예측한 세 가지 경로. 계산화학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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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
 이터사이언스그룹 : Prominent features of rumor propagation in online
social media

효율적인 반응을 찾아내면 인디애나 대학의 대니얼 민디올라 교수가 이

2. 기후물리연구단 :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complexity

를 실험으로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3. RNA 연구단 : Genome-wide Mapping of DROSHA Cleavage Sites on

분석 결과 상온에서 석유의 탄소와 수소 결합을 탄소와 질소 결합으로

4. 분
 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 : Selective formation of γ-lactams via C–H

바꿔 안정적으로 감마-락탐을 합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촉매는 이리듐

원하는 반응 경로를 이끌 수 있는 최적화된 이리듐 촉매를 설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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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MicroRNAs and Noncanonical Substrates
amidation enabled by tailored iridium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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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를 유용물질로
바꿀 촉매를 찾아서
장석복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단장

‘2019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학 분야)’은 장석복 기

가장 도전적인 분야, ‘탄소-수소 간 결합 활성화’

초과학연구원(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단장(KAIST

“열심히 해온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면에서 감사합

화학과 특훈교수)이 수상했다. 장 단장은 국제 학술정보분

니다. 한편으로는 IBS와 KAIST의 지원을 받는 좋은 여건

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에서 연구해 올 수 있었던 덕분이라 다른 연구자분들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에 화학 분야에서 최근 5

송구스러운 마음도 큽니다.”

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 단장이 이끄는 분자활

장석복 단장은 수상 소감에 대해 겸손하게 밝혔지만, 그동

성 촉매반응 연구단은 지난해 IBS의 연구단 5년 차 성과

안 ‘탄소-수소 간 결합 활성화’라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분

평가에서 최고 등급(outstanding)을 받았다. 국내외적으로

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내왔다. 특히 전이금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장 단장을 분자활성 촉매반응

속 같은 촉매로 자연에 풍부한 탄화수소를 활성화해 유용

연구단이 자리한 KAIST 화학과에서 만났다.

한 자원으로 만드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
최고과학기술인 수상까지, 그를 이토록 몰입하게 한 화학
의 매력은 뭐였을까. 장 단장은 이 질문에 화학이 20세기
인류의 역사에 공헌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바로 암모니아와 페니실린의 합성이다.
1990년대 초, 독일의 화학자들은 대기 중의 질소와 수소
로부터 비료의 주성분인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두 과학자는 식량난 해결에 공헌한 업
적을 토대로 각각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의 화학자들은 푸른곰팡이에서 추출된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구조를 규명하고, 대량 생산하는 기술
을 개발했다. 이처럼 식량부족과 의료문제를 해결해 인구
수를 대폭 증가시킨 두 가지 사건의 중심에는 화학이 있
었다.
장 단장은 21세기 인류 역사에선 탄화수소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메탄, 에탄, 프로탄, 부탄처럼 자
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탄화수소를 다른 유용한 화합물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탄화수소를 다른

로 바꿀 수 있다면 암모니아, 페니실린을 이어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제3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유용한 화합물로 바꿀 수 있다면 암모니아,

간단한 촉매반응을 통해 탄화수소를 메탄올, 알코올류,

페니실린을 이어 인류에 큰 기여를 한 ‘제3의

가솔린 등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에너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어 그는 “메탄(CH4) 같은 탄화수소는 워낙 반응성이 낮
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며 “많은 화학자들이 연구 중이지만, 아직
까지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탄화수소 화합물을 활성화시
키는 촉매를 개발한 정도로 실용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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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장은 IBS와 KAIST의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은 KAIST에
위치한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의 실험실.

식구들과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한 결과 촉매반응 개

한 피리딘 유도체의 탄소-수소 활성화 반응’이란 제목의

발 연구성과를 2000년 〈미국화학회지(JACS)〉에 발표했다.

논문이다. 이 논문은 탄화수소 활성화 분야에서는 새로운

그는 2002년 KAIST로 옮긴 직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방법을 도입했다는 평과 함께 현재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는 부담을 느꼈을 때를 회고하며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있다. 장 단장은 “탄화수소 중에서 질소를 갖고 있는 고리

채로 〈대한화학회지〉에 투고한 적이 있는데, 논문 심사위

화합물인 피리딘에 탄소를 도입하는 촉매반응을 개발했

원으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며 “선택성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촉매반응 시스템이어

“그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어 논문을 수정하

서 많은 사람한테 영감을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 않고 철회했다”며 “앞으로는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로

이를 계기로 장 단장의 연구는 한 단계 올라섰다. 올해 2

논문을 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수준 있는 연구를 하겠

월에는 ‘카이랄성 감마-락탐’만 골라서 제조할 수 있는 촉

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 일이 그가 논문

매를 개발해 〈네이처 카탈리시스〉에 게재했다. 이 연구에

발표 편수에 얽매이면 안 되겠다고 각성한 계기가 되기도

서 연구진은 99% 정확도로 거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했다.

리듐 촉매를 발견했다. 개발된 촉매는 필요에 따라 의약품

2008년 장 단장은 〈미국화학회지〉에 한 논문을 발표하

에 유용한 거울상 이성질체(카이랄성 감마-락탐)만 골라서

며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다. ‘팔라듐 촉매를 이용

합성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신약 원료물질인 감마-

IBS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 받은 비결

장 단장은 “남들을 따라가는 연구가 아니라 남이 못했던

장석복 단장이 이끄는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

것을 시도해 성공하거나, 알지 못했던 것을 규명하는 연

단은 지난해 5년 차 연구단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

구를 지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

(outstanding)을 획득했다. 탄소-수소 간 결합 활성화 연구

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사이언스〉에 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표한 연구다. 장 단장과 백무현 부연구단장 등 분자활성

유기화학 분야를 전 세계적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수

촉매반응 연구단 연구진은 효율이 높은 새로운 이리듐 촉

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덕분이다.

매를 개발해 상온에서 감마-락탐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

“IBS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바닥’에 있었거든요. 일명 ‘흙

다. 감마-락탐은 뇌전증 치료제, 혈관형성 억제제처럼 복

수저’였죠(웃음). 연구능력의 정점이 아니라 연구능력이 올

잡한 유기분자의 핵심 구성성분이다. 의약품, 합성화학,

라가는 단계에서 IBS 지원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

소재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장 단장은 “최적화된 촉매

보다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좋

를 계산화학으로 분석하여 예측하고, 실험에 돌입하는 체

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적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촉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실제로 장 단장은 IBS 단장으로 선임된 2012년 이후 발

설명했다.

락탐에 대한 논문을 지난해
〈사이언스〉에 이어 올해 〈네이처
카탈리시스〉에도 발표했다.
그림은 이리듐 촉매로 부작용
없는 약물 성분 ‘카이랄성 감마락탐’만 골라서 합성하는 상상도.

표 논문의 양과 질이 높아졌다. 연평균 발표 논문 수는 단
장 선임 이전(1987~2012년) 4.2편에서 이후 11.7편으로 3

어려움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주목받기까지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논문 중 세계 상위 1% 논문 비

2019년 3월 기준으로 장 단장은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

율도 5.8%에서 19.5%로 3배 이상 늘었다. 논문당 인용 수

표했다. 다른 과학자가 그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2만

역시 증가했다. 2015~2019년, 5년 연속으로 화학 분야

2145회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로 선정되기도

그동안의 연구성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

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매년 각 분야에서 해당

까. 장 단장은 “힘든 과정에서 논문을 투고했던 것이 기억

연도에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영향

에 남는다”며 이화여대에서 조교수로 있었을 때를 떠올렸

력 있는 연구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다. 장 단장은 석사과정생과 학부생만으로 이뤄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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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든 선도하는 새 장을 연다”

용하게 쓰일 새로운 촉매를 설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

“IBS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성과를 요구하며 거기에 맞추

이라고 설명했다.

라는 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 100편을 쓰는 것보다

더 나아가 전문분야인 탄소-수소 활성화 연구를 확장해,

1편이라도 좋은 논문을 쓰도록 말입니다. 평가시스템도 그

탄화수소화합물에서 직접 아민화 반응을 도입하기 위해

렇게 작동하고 있고요. 긴 호흡을 갖고 연구해서 어떤 분

연구하려 한다. 장 단장은 “화합물에 질소를 도입하는 방

야를 선도하는 새 장(chapter)을 열면 되는 거죠.”

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연구진은 가장 반

장 단장은 연구에 있어서 남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응성이 떨어지는 탄화수소로부터 직접 질소를 도입하려

만의 접근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고 한다”며 “반응 단계를 줄이고 부산물도 줄일 수 있어

한다. 즉 연구의 독창성(originality)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

실용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를 확장하는 것은 맨 처음에 연구한 사람만 좋은 일을 시
키는 것이죠. 그 사람 논문의 인용만 올려주는 거니까요.
우리는 독창성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래야 10년, 20년 뒤 그것의 유용성까지 증명되고 더 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에서도 자신들의 연구가 얼마
나 새로운 것인가를 살피는 동시에, 기존 연구를 연장하
는 것이 아니라 접근법이든 해석이든 새로운 것을 끌어내

“IBS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성과를
요구하며 거기에 맞추라는 압력이 없다는

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논문을 투고하려고 준비 중인

것입니다. 논문 100편을 쓰는 것보다

연구성과를 사례로 소개했다. 장 단장은 이 연구에 거의 1

1편이라도 좋은 논문을 쓰도록 말입니다.

년 이상 공을 들였다.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탄화수소인 벤젠(C6H6)과 기

장 단장은 좋은 연구자가 되려면 자신의 통찰력이나 상상력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은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의 연구자들과 함께.

긴 호흡을 갖고 연구해서 어떤 분야를

체 반응물을 각각 활성화시키고, 이를 결합(coupling)하는

선도하는 새 장(chapter)을 열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인 두 물질을 토대로 커플링 산

거죠.”

“후배들은 저를 넘어서야죠”

장은 “천천히 가자는 것은 충분히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똑똑한 학생들에게 저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다

물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연구를

새로운 것을 찾으려면 제 통찰력이나 상상력을 넘어서야

보면 새로운 면의 의미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고 말

99%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니까요. 좋은 스승은 좋은 학생을 신뢰하고, 마음껏 연

했다.

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후배들은 새로운 분야에서 제 생산성만큼 해내고 나중에

연구단의 목표, ‘화학계 난제 푼다’

장 단장에게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이 국제적으로 주

는 저를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기준은 더 높

앞으로의 연구목표를 묻자 장 단장은 “화학계의 풀리지

목받고 있는 비결에 대해 묻자 그는 “연구그룹 자체의 수

아져야죠. 개인적으로는 향후에는 잠재력 있는 후임 단장

않은 난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며 “아민화 반응(질소화 반

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

이 연구단을 물려받아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된

응)의 중간체인 ‘메탈 이미도(metal imido)’의 구조를 규명

도록 두되, 우리 연구주제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 요소를

다고 생각합니다. 막스플랑크 석탄연구소(Max-Planck-

하는 것이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뽑아 잘 익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Institut für Kohlenforschung)처럼 연구의 방향성은 유지되

질소는 의약품의 90%에 포함될 정도로 생리활성에 가장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의 경우 이론화학과 계산화학

고 단장이 바뀌는 형태인 거죠. 이런 구조가 우리 학문 커

중요한 분자다. 제약뿐만 아니라 소재, 재료 분야에서도

적 연구방법을 충실히 익히는 것을 그 요소로 삼았다. 감

뮤니티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소화합물은 중요한 골격이 된다. 질소를 도입하는 아민

마-락탐에 대한 〈사이언스〉 논문도 이런 공동연구의 결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의 리더십 교체를 생각하

화 반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는

과다. 장 단장은 “계산 분야 역량을 키운 덕분에 우리 그

는 장석복 단장은 IBS 단장에서 물러나면 KAIST 학생들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민화 반응 도중

룹 내 모든 사람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며 “다른 그룹과

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줄 강의를 하고 싶다는

에 생성되는 중간체인 메탈 이미도는 반응성이 매우 높아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소망도 내비쳤다.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 작년

계산화학적으로 파악할 뿐, 아직까지 직접 관찰된 적은

장 단장은 연구내용이 우리 것이라면 라이벌 그룹을 신

에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기도 했다. 자

없다. 장 단장은 “메탈 이미도를 잡아서 결정구조를 파악

경 쓰지 않을 만큼 자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또 다른 길을

하고, 이를 안정화시킬 조건을 찾는다면 여러 산업에 유

연구철학은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중시하자’이다. 장 단

꿈꾸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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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는 1mm를 천만 개로 쪼갠 크기예요.
지구를 오렌지만 하게 줄이면 지구에 있던 오렌지가
원자 크기가 될 겁니다. 이런 원자를 보고, 움직이고,
쌓을 수 있는 기술은 말할 수 없이 매혹적이죠.
제가 주사터널링현미경(STM) 기술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미시세계를 어루만지다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과 미국 IBM 연구진은
주사터널링현미경(STM)으로 원자 하나의
MRI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다.
‘세상에서 가장 세밀한 MRI’ 연구 1) 의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필립 윌케 연구위원

주역인 필립 윌케 연구위원을 만났다.

윌케 연구위원은 독일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괴팅겐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
을 모두 보냈다. 독일국립연구재단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의 장학생이었고, 대학교
소재지인 니더작센주 과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화려한 이력에서 연상했던 진지한
‘과학자’ 이미지와는 달리 윌케 위원의 첫인상은 유쾌하고 친근했다. 비결을 묻자 성
적 외에 적극적인 학내활동을 꼽았다.
“독일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그 외에 무얼 했는지’ 묻죠. 저 같은 경우는
학부 때 학생 대표로 선출돼 물리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학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1천 명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어요.”
학생 대표로서 기존의 강의를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강의를 제안하며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수강할 권리’를 지켰다. 이러한 활동은 연구자로서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됐다.
“성적에 도움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외로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
임 교수 채용 위원회에서는 후보들을 초청하고 발표를 듣는데요, 제가 곧 그런 자리
에 설 지원자가 될 테니까요. 그 외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통
해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었죠.”
졸업 후 그는 곧바로 미시세계로 뛰어들었다. 원자 하나를 보고 옮길 수 있는 기술에
매료돼, 다방면에 발휘했던 열정을 STM 연구에 쏟은 것이다.

세상을 이루는 블록을 찾아서

그가 처음 연구주제로 선택한 것은 탄소가 육각형으로 배열된 2차원 물질, 그래핀이
었다. 그래핀은 흑연을 이루는 층으로, 유연성·전도성 등 장점이 무궁무진한 소재다.
그래핀을 다른 분자와 결합시키면 새로운 기능을 갖는데, 이 때 구조와 표면 전하를
STM으로 읽거나 조절할 수 있다.
“STM은 탐침이 물질의 표면을 훑으면서 원자 하나하나를 ‘느끼는’ 기술이에요. 눈을

 hilip Willke et 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single atoms on a surface”, Nature
1. P
Physics 15, 1005-0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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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훑어 나가면서 점자를 읽는 것과
비슷한데요, 원자는 빛의 파장보다도 1천 배 작기 때문에
원자를 보려면 사실 엄청난 트릭이 필요하죠.”
윌케 위원이 박사과정에 있던 시절,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의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은 고체 표면 위 단일 원자
를 조종하는 연구의 대가 중 하나였다. 그는 IBM 알마덴
연구소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2013년에는 원자핵
의 스핀 자성을 이용해 원자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제 지도교수님과 하인리히 단장님이 친분이 있었
어요. 덕분에 2010년 단장님이 괴팅겐에 방문했을 때 강
연을 듣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죠. 당시 저나 단장님이

윌케 연구위원이 개발에 참여한 STM 원자 탐침의 모식도. 입자 고유의 양자적 성질인 스핀을 이용해 개별
원자를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다.

나 모두 STM을 이용해 연구하고 있었지만 대상이 달랐
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그래핀은 신소재와 연결되는 반
면, 원자 하나하나를 보는 연구는 양자적 성질과 더 관련

를 STM과 접목하는 기술도 막 개발되었습니다. 모든 전자와 일부 원자는 스핀이라는

이 있죠.”

자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 STM 기술을 이용해 단일 원자의 자기적 성질을

단일 원자를 관찰하고 조작하는 연구는 윌케 위원의 마음

연구했어요.”

을 사로잡았다. 윌케 위원은 괴팅겐에서 박사과정을 마무
리하고 반 년 정도 방문 연구를 수행했던 IBM 알마덴 연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왼쪽)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윌케 연구위원.

구소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시작
한 단일 원자 스핀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자를 관찰하려면 그래핀과 같은 2차원 구조를 관찰

세계에서부터 원자에 이르는 통찰

할 때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다른 종류의 STM

윌케 위원은 알마덴에서 IBS 연구위원으로서 공동프로젝

구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을 만큼 세간의 반응도 뜨거웠다. 원자를 조작하는

트를 수행하다가, 지난해 한국에 와서 양자나노과학연구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

이 필요한데요. 알마덴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전자 스핀
공명을 이용한 STM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RI

“물론 우리가 원자 한 개로

단 STM 구축을 도왔다. 사실 연구주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지금 우리는 표면 위에 원자를 올려놓을 수 있고 그 성질을 볼 수도 있어요. 원자

해도, 기초과학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박사후과정을 보내

조종은 지금 수 나노미터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데, 앞으로 10~20년 안에 더 높은 경

겠다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터다. 왜 한국이었을까?

지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쌓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은 이미 해 왔지만,

“학부 시절 중국 북경대에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정말 자유자재로 원자를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STM

있었어요. 이때 아시아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

으로 원자 옮기는 일을 자동화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한 역할을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고요.”

양자컴퓨터에서 단일 원자를 ‘잘’

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증거 중 하나죠. 한국과 중국은

자유자재로 원자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은 양자적 특성을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조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기초

최근 기초과학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

이는 기본적으로 양자컴퓨터 기술과 맞닿아 있다.

이 더 크게 생각하고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지원해

“물론 우리가 원자 한 개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자 수준

주는 환경은,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의 탐색이 양자컴퓨터의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실용적인 연구죠. 양자컴퓨터에서 단

원자를 봤다고 해서 모든 성질을 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다른 문화권이 어떻게 연구하는지 관

일 원자를 ‘잘’ 조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기초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원자의

찰하는 것도 흥미롭다고 말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리가 원자를 봤다고 해서 모든 성질을 다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원자의 자기

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덕분에 STM도 빠르

적인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게 지어질 수 있었다며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에 대한 통찰이 양자컴퓨터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도유망하다

한국에 온 뒤 그는 세계 정상급 저널인 〈사이언스〉를 비

며, 앞으로도 같은 분야에 매진하며 자신만의 방향으로 원자 연구를 해 나가고 싶다

롯해 굵직한 저널에 논문 세 개를 제 1저자로 발표했다.

고 말했다. 미시세계 위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는 그의 다

특히 최근 〈네이처 피직스〉에 실린 ‘원자를 보는 MRI’ 연

음 연구가 기대된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자
수준의 탐색이 양자컴퓨터의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실용적인 연구죠.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적인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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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 연구단

글 | 이병훈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위원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a

c

생명체는 효소라는 생체촉매를 이용해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
하고, 생존에 활용한다. 일부 효소는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금속 이온과
Ti

결합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서로 딱 맞는 열

태양빛만 이용해
수소 만드는 친환경 촉매

b

쇠와 자물쇠처럼 특정 물질과만 선택적으로 높은 효율로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수천만 년에 걸쳐 발전해온 효소의 특성을 모방해 촉매를 합

o

성하고 있다. 화학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는 유용한 물질을 합성하

Cu

단원자 구리/이산화티타늄 촉매의 현미경 이미지

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식으로 다방면에 활용된다. 구조가 원자 단위에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한 단원자 구리/이산화티타늄 촉매의 모습. 구리 원자가

수소 생산 효율 50%↑…
생체촉매인 효소와 유사하게 작동

서 정밀하게 설계돼 활성점(active site)이 균일하게 존재하는 효소와 다르

촉매 표면 전체에 걸쳐 안정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게 현재 이용되는 불균질 촉매는 표면에 여러 결점을 지녀 활성점이 불균
일하다. 이 때문에 효소에 비해 효율과 선택도가 현저히 낮다. 반면 안정
적인 불균질 촉매와 달리 효소는 온도가 40도만 넘어도 불안정해지며 활
성을 잃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발한 새로운 촉매는 구리보다 5000배 이상 비싼 백금(Pt)/이산화티타늄

필자가 포함된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진은 효소의 작동 원리를 닮아 효율

촉매에 비견되는 성능을 보였다. 생산단가를 100분의 1로 낮추면서도 성

과 선택도가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이다.

시작했다. 효소의 높은 효율과 선택도가 금속 원자와 주변 단백질의 특정

이후 연구진은 개발한 촉매가 수소생산 효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했다. 그

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열쇠-자물쇠’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만약

결과, 구리 원자와 주변 이산화티타늄 격자 구조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불균질 촉매에 효소와 같이 원자 단위에서 활성점을 특정할 수 있다면

상호작용을 진행하고, 이에 맞추어 구조를 변화시켜 촉매반응에 참여한

효율이 높은 효소의 장점과 안정성, 낮은 생산단가, 대량생산이라는 불균

다는 것을 밝혀냈다. 불균일 촉매가 효소와 마찬가지로 주변 구조와 상호

질 촉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촉매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진다.

작용하며 촉매반응을 한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구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단일원자(single atom)를 이산화티타

개발된 촉매는 상온·상압에서도 높은 촉매 효율을 보이는 만큼, 촉매를

늄(TiO2) 표면 위에 하나하나씩 낱개로 고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불균질

사용하는 모든 공정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촉매

촉매에 활성점을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단원자 이산화티타늄 촉

는 가해진 빛 에너지의 40% 이상을 수소를 생산하는 데 쓰는 높은 광합

매에 빛을 쪼이자 구리원자를 담지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 촉매보다 수

성 수소 생산 효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

소생산 효율이 3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이 개

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구리원자
살포

이산화규소로
구리원자 보호

TEOS, NH3
SiO2

무정형 TiO2

900℃ 고온에서
구리원자 재배열

900℃, 2시간
결정 TiO2

이산화규소
보호막 제거

NaOH
구리 원자

발표논문

Byoung-Hoon Lee et al., “Reversible and
cooperative photoactivation of singleatom Cu/TiO 2 photocatalysts”, Nature

단원자 구리/이산화티타늄 촉매 제조 과정

Materials, 2019, DOI: 10.1038/s41563-

이산화티타늄 광촉매 위에 구리 단원자를 가장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위치를 이론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019-0344-1

이산화티타늄 위에 구리를 얹고, 열적으로 안정한 이산화실리콘으로 감싼 뒤 고온에서 열처리해 촉매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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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5

Cy3

LI 2
RFC

DNA와 단백질의
이별 공식

가 생기거나 암이 유발될 수 있음이 생쥐 모델 실험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PCNA가 역할을 다한 뒤 DNA로부터 분리되는 원리는

LI 1
LS

ATAD5-RLC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ATAD5-RLC 단백질이 PCNA와 DNA의 분리에 관여할

염색체 복제 및 손상 복구 종료에

PCNA

것으로 예측하고, PCNA와 DNA의 결합 및 분리를 추적할 수 있

중요한 단백질의 작동원리 규명

는 실험법과 실시간으로 결합 및 분리를 관찰할 수 있는 단분자 형
광 이미징 실험법을 고안해냈다. 이를 통해 ATAD5-RLC 단백질이

UI

다이옥시제닌 항체
다이옥시제닌

PCNA의 닫힌 고리를 열어 DNA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염색체 복

PCNA의 DNA 결합과 분리 기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단분자

염색체 복제는 세포의 유전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필수 대

제를 종료시키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PCNA의 분리에

사과정이다. DNA 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DNA와 결합하면서

필요한 ATAD5-RLC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냈다. 또한 ATAD5-RLC

용해 PCNA의 DNA 결합 및 분리과정에서 두 분자 간의 상호작

염색체 복제 과정이 시작되고, 과정을 마치면 결합했던 단백질들이

단백질이 정상적인 염색체 복제 종료뿐만 아니라 염색체 손상에 의

용을 광학 현미경으로 분석한다.

DNA로부터 분리된다. 염색체 복제 과정에서 단백질들의 DNA 결합

해 변형된 PCNA도 DNA로부터 분리시켜 염색체 손상 복구 종료에

및 분리가 엄격하게 조절되어야 유전정보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도 관여함을 밝혔다.

PCNA(증식성세포핵항원)는 DNA에 결합하여 염색체 복제를 도와

PCNA와 DNA 간의 결합 및 분리 메커니즘을 밝힌 것은 염색체 복

주는 단백질이다. 고리 형태의 단백질인 PCNA는 바늘구멍에 실을

제 과정 및 손상 복구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

꿴 모양으로 DNA와 결합하여 염색체를 복제하고 손상된 염색체를

한 지식의 진전이다. 염색체 복제가 정확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암과

복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구가 유전 정보의 변형으

PCNA를 비롯한 복제 단백질들은 염색체 복제 및 손상 복구가 끝나

로 발생하는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궁극적인 치료법을

면 DNA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염색체에 돌연변이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 방법. Cy5와 Cy3로 각각 형광 표지된 DNA와 PCNA를 이

Unloaded

ATAD5-RLC
RFC
염색체 복제
단백질

ATP

클램프 로더 복합체
2
5

PCNA-DNA 분리 염색체 복제 종료

PCNA-DNA 결합 염색체 복제 시작

ATP

ADP + Pi

ADP + Pi

4

3
RFC1

RFC

ATAD5-RLC

염색체 복제

PCNA

사복합체(RL
Cs)
RFC유

ATAD5

클램프 로더 복합체

PCNA

유비퀴틴
염색체 손상

CTF18

염색체 손상에
의한 PCNA 변형

염색체 손상 복구

CTF18-RLC

ATAD5-RLC
ATAD5-RLC
PCNA 단백질은 염색체 복제에 있어 핵심 단백질 중 하나로 DNA 합성과 염색체 손상

유비퀴틴

변형 PCNA-DNA 분리 염색체 손상 복구 종료

유비퀴틴

복구에 필수적이다. PCNA의 DNA 결합과 분리는 클램프 로더 복합체(Clamp-loader
complex)라는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서 매개된다. 진핵세포에는 PCNA의 DNA 결합과

발표논문

분리를 조절하는 세 종류의 클램프 로더 복합체가 있다. RFC와 CTF18-RLC는 PCNA

Mi-Sun Kang, Eunjin Ryu, Seung-Won Lee et al., “Regulation of PCNA cycling on replicating DNA by

의 DNA 결합을, ATAD5-RLC는 PCNA의 DNA로부터의 분리를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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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C and RFC-like complexes”, Nature Communications, 2019, DOI: 10.1038/s41467-019-1037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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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선희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대외협력팀장

원자 하나로 본
세상에서 가장 작은 MRI
자기공명영상으로 원자의 자기장 측정,
해상도 100배 높여
실험 환경 모식도. 자성을 띤 티타늄(적색)과 철(녹색) 원자들이 산화마그네슘 막 위에 놓여 있다. 스핀클러스터(가장
위 초록색)가 붙어 있어 자기공명영상을 측정할 수 있는 주사터널링현미경 탐침(은색)이 원자의 스핀 공명 신호를
감지한다.

영상화하는 장치다. 이 현미경의 탐침 끝에 철 원자 여러 개로 이뤄진 ‘스핀 클러스터’를 부착
했다. 그러면 스핀 클러스터와 대상 원자의 스핀이 상호작용 하는데, 일반 자석이 상대적인 위
치에 따라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팁은 산화가 잘 되지 않는, 안
정적이고 스핀이 약한 물질을 쓰기 때문에, 스핀이 강한 물질을 스핀 클러스터로 부착하는 것
이다.
샘플 표면에는 정밀한 2차원 평면에 자성을 띠는 철과 티타늄을 붙였다. 연구진은 자기공명영
상 기계로 스캔하듯, 원자 위에 놓은 주사터널링현미경 팁의 스핀 클러스터를 조작해서 원자
하나와의 자기적 상호작용을 시각화할 수 있었다. 최근의 분자 수준 연구보다도 100배 정도
높은 해상도다.
연구진이 포착한 자기적 상호 작용은 측정 대상인 원자와 팁의 두 스핀의 특성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철 원자의 신호는 티타늄 원자의 신호와 크게 다르다. 자기장의 형태로 여러 종류
의 원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인 셈이다. 연구진은 단일 원자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하
물질을 이루는 전자와 양성자 속에는 자성의 씨앗인 ‘스핀’이 있다. 스핀은 눈에는 보이지 않

여 분자나 자성 물질 같은,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스핀 상태들을 시각화할 계획이다.

지만 질량이나 양자수처럼 고유한 물리량이다. 이 때문에 미래에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

물질의 스핀 구조를 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 병원에서 MRI로 사진을 먼저 찍어야 진단과 치

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료를 할 수 있듯, 물리적 시스템도 정확히 분석해야 변형과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신

스핀은 일상에서 멀게만 느껴지지만, 병원에서 널리 쓰이는 자기공명영상 (MRI, Magnetic

자성 저장 장치를 포함해 나노 크기 물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성 현상이 새롭게 학계에

Resonance Imaging)도 우리 몸을 이루는 스핀의 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미지에서 수소 원

보고되고 있다. 나노 규모의 자기 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은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련이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물과 지방은 하얗게, 수소원자가 적은 뼈는 검게 나타난다. 이렇게 전통

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사용해 양자 컴퓨팅 등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양자 시스템을 특

적인 병원 진료용 자기공명영상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개의 스핀이 필요하다.

성화하고 제어할 계획이다.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과 필립 윌케 연구위원, 배유정 연구위원이
IBM과 협업해 표면 위 원자 한 개의 자기공명영상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세상에서 가장 작
은 물질을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이다.

발표논문
서로 다른 에너지 기준으로 측정한 티타늄 원자들의

이는 주사터널링현미경(ST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이라는 정밀한 현미경을 이용해

자기공명영상 이미지. 설정한 에너지와 원자의 자기장이

가능한 기술이다. 주사터널링현미경은 뾰족한 금속 탐침으로 표면 위를 스캔하여 원자들을

동일한 부분이 밝게 나타난다.

38

IBS Research | Highlights

Philip Willke et 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single atoms on a surface”, Nature
Physics, 2019, DOI: 10.1038/s41567-019-057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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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진강태·이창수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학생연구원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3차원 박막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왼쪽 열은 박막
을 왼쪽으로 기울인 사진, 오른쪽 열은 반대 방향으
로 기울인 사진이다. 돌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원자 두께
‘3차원 멤브레인 반도체’ 구현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구진은 3차원 멤브레인 반도

운 물리 현상이 생기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체를 양자컴퓨터 기술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탐색하

이렇게 발생하는 물리 현상은 국소적이기 때문에, 실제 소자에 응용

고 있다. 반도체에 굴곡을 가하면 단일 광자가 나오

하기 위해서는 원자 규모 변형을 대면적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일 광자는 양자

지만 지금까지 원자층 반도체는 균일한 평면 형태로만 대면적 구현

대면적 원자층 반도체, 손쉽게 떼었다 붙인다

컴퓨터의 정보 저장 단위인 큐빗(qubit)의

이 가능했다. 극도로 얇은 두께로 인해 구조 변형 시 굴곡 부분이 찢

후보 중 하나다. 광자의 성질에 따라 양

어지거나 구겨져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자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에서는 거북선 지붕처럼 돌기가 있
는 멤브레인 반도체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우선 10 nm 크
2차원 층상물질은 차세대 반도체 신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분자들

기의 바늘 모양 돌기가 정렬된 지름 4인치 크기 기판을 제작했다. 이

이 층 사이에는 약한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같은 층에서는 강한 공

렇게 높은 종횡비를 갖는 입체 구조 위에 몰리브덴(Mo) 원자 1개와

유 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다른 ‘비

황(S) 원자 2개로 구성된 이황화몰리브덴(MoS2)을 균일한 두께로

등방성’이 특징이다.

증착해 대면적으로 만들었다.

수소

과학자들은 2차원 층상물질에 여러 가지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원

개발된 멤브레인 반도체는 단일 광자 방출 등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탄소

자 두께의 2차원 반도체를 실리콘 기판에서 떼어내면 유연한 막이

연구할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간단히 물에 담가 기판에서

황

되는데, 이를 ‘멤브레인(membrane) 반도체’라고 부른다. 2차원 층

떼어낼 수 있고, 접착메모지처럼 플라스틱, 인체 피부 등 다양한 표

몰리브덴

상 물질에 점 결함, 결정립계 등 구조적인 결함이나 변형에서 새로

면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Tip]

Tip

산소

x = ~ 90°
[Side]

10 nm

100 nm
이번에 제작된 3차원 멤브레인 반도체의 모식
도. 2차원 반도체의 X-Y축 평면에 Z축 성분인

제작된 기판에 MoS2가 증착되는 모습. 기판 자체

돌기를 더한 것으로, 3차원 원자층 반도체로는
세계 최초다. 원자층 반도체에 3차원으로 기하

를 3차원 구조로 제작해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

Side

법을 적용함으로써 3차원 구조의 단일원자층

적 변형을 가하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

박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기금속화학기상

어 효용성이 크다. 기판에서부터 분리된 바늘

증착법은 증기 상태의 유기 금속 화합물을 원하

발표논문

는 증기압만큼 주입해 기판 표면에서 화학 반응

Gangtae Jin et al., “Atomically thin three-

이 일어나게 하는 박막 형성법으로 고품위의 박

dimensional membranes of van der Waals

막을 대량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보통 증착 방식으

semiconductors by wafer-scale growth”,

로 만든 반도체는 산성약품을 이용해 실리콘 기판에

Science Advances, 2019, DOI: 10.1126/

서 분리하지만, 연구진이 사용한 MoS2는 물에 담가 간

sciadv.aaw3180

모양의 원자층 반도체 박막이 균일한 두께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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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물리 연구단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었던 북미 지역 토네이도를 인근 해수면 온도로 예

시코만이 따뜻할 때, 중앙 태평양부터 멕시코만 일대에는 ‘고기압-저기

글 | 추정은 기후물리 연구단 연구위원

측할 수 있게 됐다. 토네이도는 빠르게 최소 시속 100 km로 빠르게 회전

압-고기압’으로 기압패턴이 형성된다. 이를 ‘음의 태평양-북미패턴(The

하면서 소용돌이치는 바람이다. 주로 슈퍼셀이라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negative phase of the Pacific North American teleconnection pattern)’이라

비구름에서 발생하며, 회전기류가 지면에서부터 구름하부까지 이어지는

고 한다. 음의 태평양-북미패턴은 해양과 대기 사이의 열과 수증기 교환

깔때기 모양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을 통해 형성되며, 넓은 지역에 걸쳐 고기압-저기압-고기압 파동형태의

전 세계 토네이도의 75%인 평균 1000여 개가 북미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기압패턴을 가진다. 이러한 파동이 양의 위상일 때는 저기압-고기압-저

해마다 발생횟수는 크게 다르다. 2011년에는 북미지역에 평년의 2배 가까

기압 형태이고, 음의 위상은 반대로 고기압-저기압-고기압 형태다.

운 1898개나 발생해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토네이도는 반경 수백

연구진은 이러한 음의 태평양-북미패턴이 4월에 형성될 경우 멕시코만에

미터가량의 작은 규모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

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함을 발견했다. 이 수증기는 미 서부 로키산

특히 4, 5월은 토네이도 발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봄철

맥(Rocky Mountains) 우측을 따라 수송되어, 내륙의 강한 바람을 연직으

토네이도 예측은 기후과학의 중요한 과제다.

로 회전시키는 연료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동부 내륙에 강하게 회전하는

장기 예측을 위해서는 열용량이 크고 변화가 느린 해수면 온도와 토네이

상승기류를 동반하는 슈퍼셀 뇌우를 발생하며 그중 일부는 토네이도를

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발생 1~2주 전에야 낮은

동반하는 구름이 된다.

신뢰도로 예보가 가능했다.

실험 결과 해수면 온도의 이러한 영향력은 4월에 국한됐다. 4월에는 내륙

평년보다 따뜻한 해수면 온도, 푸른색은

기후물리 연구단 악셀 티머만 단장 연구팀은 4월에 발생하는 북미 지역

에 수증기가 충분하지 못해서 기압패턴이 유입시키는 수증기가 토네이도

차가운 해수면 온도 지역을 의미한다. 흰색은

토네이도 발생횟수가 해수면 온도와 대규모 기압 패턴에 의해 조절됨을

발생 횟수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지만 5월에는 로키산맥

밝혀냈다. 연구진은 봄철 내에도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 주목했다.

우측에 풍부한 수증기와 강한 회전성 바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수면 온

기존 연구에서는 계절 평균을 사용해 4월에서 6월까지의 토네이도 횟수

도와 토네이도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라진다.

를 평균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4월에서 5월이 되면서 수증기 양이 두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1~2주 전에 이뤄졌던 토네이도 예측을 수개월

배 이상 증가해, 봄철 동안에도 토네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급격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해수면 온도 예측은 세계 여러 기후 모

한 변화가 있다.

델링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해수면 온도 예측값에 이번 연구

연구진은 이를 고려해 토네이도 횟수와 기후 환경의 상관관계를 월별로

를 적용해 토네이도 발생횟수의 장기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월 發 북미 토네이도,
해수면 온도로 예측한다
북미 토네이도 생성 과정 규명…
수개월 전 예측 가능

4월 토네이도 발생과 연관된 해수면 온도 분포
및 기압패턴 모식도
4월 토네이도 활동을 강화시키는 대규모
해수면 온도 분포 및 대기 순환 패턴. 붉은색은

고기압(H), 어두운색은 저기압(L)을 나타낸다.
이 해수면 온도 분포가 기압패턴을 발생시키고,
이는 수증기 수송을 증폭시킨다(붉은 화살표).
하단의 그래프는 미국 중남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월별 분포로 검은 선은 평년, 붉은 선은
4월에 대규모 기압패턴 발생 시를 나타낸다.

분석했다. 지난 62년간 축적된 북미 지역 토네이도 관측 자료와 모형 시
뮬레이션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4월에 한정해 대륙 서쪽 해
수면이 차갑고 동쪽이 따뜻할 경우 북미 토네이도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는 사실을 규명했다.
중앙 태평양 지역이 평년보다 따뜻하고, 미 서쪽 해안이 차가우며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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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Eun Chu et al., “North American April tornado occurrences
linked to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ies”, Science

Advances , 2019, DOI: 10.1126/sciadv.aaw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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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생쥐 뇌막 림프관

글 | 조현수 혈관 연구단 초빙연구위원

늙은 생쥐 뇌막 림프관

혈관 연구단
뇌의 노폐물이
포함된 뇌척수액

치매 유발하는 뇌의
노폐물 배출 경로 찾았다

서의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뇌막 림프관의 정확한 위
치와 구조 및 특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뇌척수액의 주요 배출 경로인 뇌막 림프관은 뇌 하부에 위치하는데,

노화 시 뇌막 림프관의 구조와 기능이 저하됨을 밝혀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 방향 제시

딱딱한 머리뼈의 얇은 뇌막 속에서 다른 혈관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
어 정확한 관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IBS 혈관 연구단은 생쥐의 머리뼈를 정교하게 박리하여 뇌막 림프관
의 정확한 구조와 위치를 관찰하고, 뇌척수액에 형광물질을 주입하
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과 자기공명영상(MRI) 실험을 통해 그

뇌는 무게가 체중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이 사용

기능을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특히,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의 구조를 보

하는 총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한다. 이렇게 활발한 대사 활동

존한 상태에서 그 구조와 기능을 밝혀냄으로써, 뇌 속 노폐물이 담긴

의 부산물로 상당량의 노폐물이 뇌에서 생성되는데, 이는 뇌척수액

뇌척수액의 주요 배수 경로가 뇌 하부 뇌막 림프관임을 밝혀낼 수 있

을 통해 중추신경계 밖으로 배출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포

었다. 특히 노화 생쥐 모델에서 뇌막 림프관이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함하며 신경계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뇌 속 노폐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됨을 규명하였다.

물 중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성 물질이 원활히 배

이번 연구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노폐물이 어

출되지 않고 뇌에 축적되면 기억력 등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

떻게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를 확인하고, 노화에 따른 구조와 기능

매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저하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향후 뇌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등 퇴행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뇌막 림프관이 뇌척수액의 배출 경로로

성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생쥐

과형성됨

GOOD
배출 잘 됨

판막 구조

BAD
배출 잘 안됨

노화

뇌막 림프관은 노화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저하된다.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막 구조 무너짐

지지 구조 무너짐

지지 구조

늙은 생쥐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을 통한
뇌척수액의 배출 경로
뇌척수액
혈관(정맥)

뇌척수액

머리뼈

뇌
뇌막

젊은 생쥐와 늙은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뇌막 림프관(초록색)의

두개골공

모양과 이를 통해 배출되는 뇌척수액(빨간색)을 형광 현미경으
로 관찰한 결과이다. 늙은 생쥐의 뇌막 림프관은 젊은 생

뇌막 림프관은 머리뼈 있는 구멍(두개골공)을 통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다. 뇌

쥐에 비해 구불구불한 형태를 띠고, 뇌막 림프관 내의
뇌척수액이 더 적게 관찰된다.

하부 뇌막 림프관은 손가락을 뻗친 모양의 풍부한 림프관 다발을 가지고 있고,
뇌

두개골(머리뼈)
바깥으로 배출

말초 뇌막 림프관 다발

림프관 내부에는 림프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판막 구조(림프관 밸
브)가 있다. 특히 림프관은 해부학적으로 뇌척수액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
며, 물질의 흡수와 배출 기능에 유리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연구진은 뇌의
노폐물을 포함하는 뇌척수액이 뇌 하부 뇌막 림프관을 통해 중추신경계(뇌와 척
수)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뇌 하부
뇌막 림프관

발표논문

Ahn, J.H., Cho, H., Kim, J. et al., “Meningeal lymphatic vessels
림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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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kull base drain cerebrospinal fluid”, Nature, 2019, DOI:

머리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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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는 장

글 | 원우진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학생연구원

소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
역이다.
뇌 해마 별세포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오피오이드가 결합하면 수
용체가 활성화된다. 이는 시냅스 신경
세포 사이 신호전달의 지속적인 강화, 즉
장기강화로 이어져 특정 장소 선호 기억이 형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기억하고 선호한다.

성되도록 한다. 뇌에서 베타-엔돌핀이 분비되거나
모르핀을 투약하는 경우, 행복한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용체에 결합하는 화합물이다. 행복감을 유발하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 뇌 해마 별세포에 뮤-오피오이드 수용체가 많

는 신경호르몬 엔돌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이 존재하며, 이 수용체가 자극되면 별세포에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모르핀 등이 대표적인 오피오이드다. 오피오이

글루타메이트 분비가 촉진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쥐의 뇌 해

드가 결합하는 오피오이드수용체는 대표적으로

마 신경세포 혹은 별세포만의 특이적인 뮤-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증가시

3종류(μ,κ,δ)이다. 각 오피오이드수용체는 첫 번째로

키거나 감소시키는 실험을 했을 때, 별세포만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가

결합한 오피오이드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뮤-

오피오이드에 의한 특정 장소 선호에 핵심적인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이

오피오이드 수용체(MOR, Mu(μ) Opioid Receptor)는 첫 번

때 뇌 해마 별세포의 글루타메이트 분비 증가가 오피오이드에 의한 특정

째로 결합한 오피오이드인 모르핀(morphin)의 첫 글자 m에 상
응하는 그리스어 μ로 명명되었다.

장소 선호의 핵심 원리임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더 나아가 오피오이드가 별세포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할 때 분

연구진은 실험용 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2개의 방을 준비했다. 그리

비되는 글루타메이트에 의해 뇌 해마 신경세포 사이에 장기강화가 증강

고 동물행동실험을 통해 쥐가 2개의 방 중 어느 방을 선호하는지 파악했

됨을 확인했고, 이 현상이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장소 기억 형성의 핵심

다. 그 후 쥐가 선호하지 않는 방에 있을 때 대표적인 오피오이드 중 하나

원리임을 규명했다. 또한, 화학유전학적 방법으로 뇌 해마 별세포에서만

인 모르핀을 주사했다. 그러자 쥐는 선호하지 않던 방을 더 선호하는 행동

뮤-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도 특정 장소 선호

을 보였다. 이는 뇌 해마에 위치한 별세포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모

와 장기강화 증강을 확인했다.

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가 결합하면 특정 장소에 대한 선호 기억이 형성

뇌과학분야에서 선호 현상에 대한 연구는 중독과 관련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와 특정 장소
선호 기억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했으며, 향후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별세포의 특정 장소 선호 기억 형성 역할
가족, 연인 혹은 친구들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선호하게 되는

행복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공포나 회피와 같은 감정과 달리 행복과 선호를 유발하는 뇌의 메커니즘
행복감에 오피오이드 증가
▼
별세포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 활성
▼
별세포의 글루타메이트 분비
▼
신경세포 장기강화 증강 유발
▼
특정 장소에 대한 선호 기억이 형성됨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감을 느꼈던 특정 장소를 선호하는 기억이 형성되
었기 때문이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이창준 단
장 연구팀은 행복감을 유발하는 화합물인 오피오이드가 뇌의 별세포와
결합해 장소에 대한 선호 기억을 형성함을 규명했다.
별세포(astrocyte, ‘astron-’은 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이름처럼 뇌와 척

뇌 해마 별세포의 ‘뮤-오피오이드 수용체’
연구로 장소 기억 형성 원리 규명

수에 존재하는 별모양의 비신경세포이다. 신경세포가 아닌 비신경세포를
교세포라고도 하는데, 교세포 중에서도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Acquisitio of
contextual memory
for conditioned place
preference (CPP)

것이 바로 별세포이다. 별세포는 신경세포의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돕거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구되던 과거의 뇌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행복
한 추억이 담긴 장소를 선호하는 기억이 형성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함
을 밝혔다. 행복한 감정과 좋아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이란 감정이 생
기는 이유를 알아가는 데까지 연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발표논문

Min-Ho Nam, Kyung-Seok Han, Jaekwang Lee et al., “Activation of
astrocytic μ-opioid receptor causes conditioned place preference.”
Cell reports, 2019, DOI: 10.1016/j.celrep.2019.06.071.

오피오이드(opioid)는 아편(opium)에서 유래한 말로, 몸 안의 오피오이드수

IBS Research | Highlights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경세포 위주로 연

된다.

나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다양한

46

결합하는 모르핀 중독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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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정의 h-BN 대면적 성장과정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글 | 박윤재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연구원

단결정 구리의 계단 형태를 따라 질소(N)와 붕소(B)가
표면 위를 코팅하듯 차곡차곡 쌓여 배열이 균일한
단결정 h-BN이 만들어진다. 아래 그림은 각각의
h-BN 섬들이 형성되고, 성장한 뒤 병합하는 과정을

2차원 단결정의 대면적
‘합성 공식’ 규명

소재를 물성이 우수한 대면적 단결정으로 합성한 사례는 드물다. 합

보여준다.

성과정에서 2차원 단결정 물질이 여러 위치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성장한 뒤에 합쳐져 다결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크기 100㎠, 2차원 단결정 육방정계 질화붕소 합성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의 펑딩 그룹리더 연구팀은 중국, 스위스 등
의 해외 연구진과 함께 2차원 단결정을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합성공식’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대표적인 2차원 물질 중
하나인 육방정계 질화붕소(h-BN)를 크기 100㎠의 대면적으로 제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전자기기를 구현하기 위해 2차원 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존보다 1만 배 이상 크기를 키운 것으로

재 상용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차원 소재는 두께가 수 원자

현재 반도체를 제작하는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크기다.

층에 불과한 소재를 말한다. 2차원 소재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연구진은 합성하고자 하는 물질보다 표면 대칭성이 낮은 기판을 사

는 구성 성분, 배열 등이 있다.

용해야 2차원 물질 속 원자의 배열과 배향을 흩뜨리지 않고 단결정

2차원 물질 내에 있는 원자의 배열 형태에 따라 단결정과 다결정으

으로 제조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대면적 제작 기술의

로 나눌 수 있다. 단결정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한 방향을

한계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우수한 성능의 2차원 소재들을 산업화할

이룬 형태이며, 다결정의 경우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갖는 단결정들이

수 있는 길이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 합성공식을

뭉쳐진 것을 말한다. 결정 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단결정은 다결정에

적용해 다양한 2차원 단결정 물질을 대면적으로 제조할 수 있을 것

비해 전기적, 열적 특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원자 수개 두께의 2차원

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적 단결정 합성 원리

Cu(110)

두 구리층이 이루는 벽면은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다. 이
벽면에서는 h-BN이 가질 수 있는 대칭 요소가 C1으로
h-BN 섬들이 생성될 때,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게 된다.

단결정과 다결정

기판을 따라 형성된 원자층
하나의 방향성만 갖는 단결정과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갖는 단결정들이 모여

Cu(110)

이루는 다결정의 모습

대면적으로 합성된 h-BN 단결정의 모습
계단 벽면에 형성된 h-BN
섬들의 모습
층마다 다른 색으로 표현된
계단 벽면에 h-BN 섬들이
같은 방향으로 형성됨을 컴퓨터

h-BN의 대칭요소와 기판의 방향성 사이의 관계

(110)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111)

아래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

(110)
Cu(110)

(111)

Cu(110)
C2

발표논문

120°

Cu(111) - C6

Cu(110) - C2

Li Wang et al., “Epita xial grow th of a

Cu(100) - C4

10 0 - s q u a r e - c e n ti m e t r e s i n g l e c r y s t a l
hexagonal boron nitride monolayer on

기판 표면에 국소적으로 h-BN이 뭉치며 작은 섬(island)을 이룬다. h-BN의 경우 C3의 대칭요소를 갖는다. h-BN

copper”, N atur e, 2019, DOI: 10.10 38/

평면의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회전 시켰을 때 360°를 3으로 나눈 값인 120°마다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다.

100 μm

s41586-019-1226-z

구리 기판의 방향성에 따라 h-BN이 가질 수 있는 대칭요소도 달라진다.대칭 요소에 따라 h-BN의 성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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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in IBS

실험동물자원시설은 실험동물 중 가장 수요가 큰 설치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정 병원체가 없는 SPF
동물실의 사육실 내부에서는 외부 병원체 유입과 실험동물 간 교차 감염을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연구자가 환기장치가 갖춰진 작업대에서 실험용 마우스를 관리하고 있다. 작
업대 내부는 에어커튼을 형성해 케이지에서 나온 병원체가 사육실로 퍼지지 않도록 외부와 차단한다.

Of the Lives,
For the Lives,
and By the Lives
의생명과학 연구의 중심,
실험동물자원시설

사회가 성숙할수록 보편적인 권리나 윤리를 중시하기 마련이다. 이런 기조는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대 생명과학과 의약학의 연구 기법은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실험동물 사용 조건과 절차를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시설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 세포나 ‘랩온어칩’처럼 동물실험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기는 했지만
생명과학이나 의약학처럼 생명을 직접 다루는 분야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하다. 동물실험 윤리의
출발점이 체계적인 실험 설계와 적합한 동물 사육 관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험의 정밀도를
높일수록 동물실험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IBS는 동물실험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높이고자 적합한 관리 체계를 갖춘 실험동물자원시설을
본원에 구축했다.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첨단 동물실험의 현장을 살펴본다.

실험동물자원시설 내 사육실의 실험

1

2

동물 대부분은 외부에서 반입한 것들
이다. 외부에서 도입한 동물은 외부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필요한 경우 청정화과정을 거쳐 SPF
사육실로 반입하고 있다.

3
1. 실험동물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실험실 환경에서 체외수정 한 후 원하는
유전 형질의 수정란을 수술적으로 대리모에 착상시킨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실험동물에는 외부 병원체가 없으므로 정확한 실험이 가능하다.
2. 실험동물로 사용되는 마우스는 사회성이 높은 동물이라 여러 마리를 한 케이지에서
사육한다. 실험 목적에 따라서 한두 마리만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풍부화(enrichment)’를 적용한다. 케이지 안에
노끈을 넣어줘서 탐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면화처럼 푹신한 소재를 넣어주면
번식용 암컷이 둥지를 만들 수 있게 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3. 정자 동결 기술을 이용해 실험이 종료된 특정 유전형질을 가진 실험동물의 정자를
보관할 수 있다. 액체질소를 채운 탱크에 급속 냉각해 보관된 정자는 향후에 다시
성체로 복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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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0~25도, 습도
40~60%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실험동물
이 사육되는 각각의 케이지도 개별환기케
이지 시스템이 적용돼 실험동물간 전염을
차단한다. 특정 병원체가 차단되는 SPF
구역 내부에는 25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실험실을 갖춰 지속적인 사육이 필요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동물실험의 변수
를 통제하기 위해 SPF 동물실의 환경 및
감염 요인들은 연중 매일 관리되고 있다.

6
4. 개별환기케이지(IVC, Individually Ventilated Caging) 시스템을 갖춘
케이지 거치대인 IVC랙과 에어 컨트롤 유닛(ACU). 사진 가운데의 ACU가
케이지마다 따로 연결된 환기관을 통해 케이지 내부에 외부 공기를
공급한다. 유입된 공기로 인해 케이지 내부는 외부보다 압력이 높은 양압
상태가 유지돼 외부 물질의 유입이 차단된다.
5. 뇌 정위고정장치(stereotaxic apparatus)를 이용해 실험동물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모습. 실험동물의 머리를 고정시켜 표준위치에서
좌표를 정밀하게 조절해 뇌의 3차원적인 위치에 접근하는 장비인 뇌

사육실과 실험실을 포함한 SPF 구역은 외부와

정위고정장치를 이용하면 동물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실험 부위만을

물리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된다. SPF 구역에서 사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다. 뇌에 광전극을 삽입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용한 물품을 세척하고 멸균하려면 비SPF 구역으

실험해야 하는 광유전학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한다.
6. 케이지 세척부터 분변 처리, 사료 공급까지 실험동물 관리에는 손이 가는

로 반출해서 처리한 후 다시 반입하는 절차를 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케이지는 사진과 같은

쳐야 한다. SPF 구역과 비SPF 구역은 공기 이동

설비를 이용해 자동 세척한다.

을 차단하는 인터록(Inter lock)으로 연결돼 있어
병원체의 이동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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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SPF 시설 내부는 특정 병원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
으로 실험동물의 미생물검사가 필요하다. 사
육되는 실험동물의 케이지 중 일부를 ‘센티넬
(sentinel, 보초)’로 사용하는데, 센티넬 케이
지에는 정기적으로 다른 케이지의 분변이나
깔짚을 넣어서 교차감염을 유도한다. 분기별
로 센티넬을 정밀 검사해 관리되는 병원체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치한다. 센
티넬은 이름 그대로 다른 실험동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셈이다.

8

10
7. 실험동물의 사육공간인 케이지에 깔짚을 채워 멸균기에 넣고 고압 증기 멸균 후 SPF 구역으로
반입된다. 사육관리에 필요한 케이지 및 물병은 멸균 후 SPF 동물에게 제공된다.
8. 패스룸을 통해 SPF 구역으로 물건을 반입할 때는 멸균 과정을 거친다. 사진의 녹색 장비는
과산화수소 훈증멸균 장비로, 패스룸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분무된 상태의 과산화수소를 주입한다.
과산화수소 멸균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물론,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처럼 박멸이 어려운 병원체도
제거할 수 있다.
9. 센티넬 동물을 부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는 연구원. 효소면역분석법, 세균 분리동정검사, 유전자
분석, 조직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체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10. 마우스 자원관리실에서는 병원체를 청정화하기 위해 체외수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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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이끌어 온 개방성의 원칙과 산업이 된 기초연구

Viewpoint

을 고려해서 로열티를 매우 낮게 책정하고 기업과의 협상

A 박사가 느끼는 위화감은 현대 사회에서 ‘과학의 룰’이

과학에도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이 일어날까?

에 나섰다. 코헨의 기술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막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 과학은 개방적인

한 기술료 수입을 스탠퍼드에 안겨줬다.

동업자 정신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다. 유럽의 수학자와

두 가지 사례는 기초과학 연구에서 특허가 왜 중요한

물리학자들은 18~19세기에 걸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 보여준다. 연구자가 그 전망을 확신하기 어려운 기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초 기술이라도 산업적 가치는 높을 수 있다. 지식의 권

개방적 시스템은 과학에 전례 없는 객관적 권위를 부여했으

리화에 소홀하면 원천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권리를 주장

며, 지식 커뮤니티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과학자 사회가 빠르게 성

공공성과 상업성의 경계에 선 기초과학

하지 못해서 남이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

장하는 기반이 됐다.

어야 할 수도 있다. 2010년대 초반 크리스퍼 특허 분쟁이 뜨겁게 달아올

과학 연구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20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유지

랐던 이유도, 크리스퍼가 파급력이 큰 원천기술이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됐다. 지금은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인 미국 대학들도 1960년까지는 개

크기 때문이다.

방적인 과학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대학 구성원이 특허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허행위는 사회적인

과학기술 시대의 딜레마, 개방성과 배타성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만 허용됐다.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 시카고대,

문제는 산업기술의 영역이 커질수록 과거 과학 발전을 이끌어 온 개방

존스홉킨스대는 의학 분야의 특허출원을 금지하는가 하면 위스콘신대

성의 영역은 좁아지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과학 연구는 항상 선행연구에

는 특허 관리 기구를 대학 내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센 정치적

기반해 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특허는 그 속성상 지식의 배타성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을 강화한다. 선행 연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다른

영국 산업혁명에 영향을 준 중요한

그러나 산업에서 기초과학과 기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연구 투자가 늘

지식을 찾지 않는 이상 발전된 이론을 내놓기가 어려워진다.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인클로저’

어남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력이 강

의약학 분야에서 그 사례가 잘 드러난다. 신약을 시험하거나 연구하려

운동. 17~18세기 영국에서는

해졌다. 생명과학 역시 의약학 산업에서 민간의 영역이 커지면서 연구성

면 저마다 형질이 다른 여러 종류의 실험동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공용 경작지를 줄이고 ‘울타리’를

과의 권리화와 기밀 유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현대 의

기업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형질은 제한적이다. 실험동물의 형질 상

쳐서(enclosing) 타인의 출입을 막아

학과 생물학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두 기술, 단일클론항체와 유전자재조

당수에 관련 특허가 있어서 특허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유로운 연

농지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합의 사례는 이 부분에서 좋은 대조를 이룬다.

구가 제약받는 것이다. 크리스퍼 특허분쟁 이후 세계 각지에서 크리스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통적인 농촌

1974년,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 Medical Research Council) 소속 밀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개발이 한창인데, 이 역시 생명과학

경제질서가 격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타인(Caesar Milstein)의 연구실에 합류한 독일의 청년 연구자 쾰러

전체로 봤을 때 중복투자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만약 유전자재조합이

최근 과학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Georges Koehler)는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를 암세포와 결합해 무한히

나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이 배타적인 권리를 지닌 기술이었다고 생각

일어나고 있다. 과학 연구의 경제적

증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항체를 대량으로 얻는 방법을 발견했다. 의약

해보자. 두 가지 기술은 생명과학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데, 수많은 연구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

품 개발과 질병 진단에 혁명을 일으킨 단일클론항체 기술이다. 당시 밀

자들이 특허를 우회하고자 저마다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사용하느라 생

스타인을 비롯한 MRC의 직원 대부분은 단일클론항체 기술에 응용 가

명과학 연구 커뮤니티 자체가 파편화되고 생명과학 발전은 지연됐을 것

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특허 등록 없이 논문을 발표해버리고

이다.

만다. 수십조 원이 넘는 의료시장의 향방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권리를

현대 과학 연구에서 특허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을 보장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밀스타인과 쾰러는 이 공로로 1984년 노벨

해 온 전통적 가치인 개방성 역시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과학자의 연구성

생리의학상을 받기는 했지만, 마거릿 대처 내각은 연구성과 실용화에 대

과가 인류 모두를 위한 지적 유산으로서 공개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권

한 과학자의 무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리로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초연구의 의의에 대

미국 스탠퍼드대의 코헨(Stanley Cohen)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한 철학적인 주제이면서 연구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정책적인 이슈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으로는
근현대 과학의 핵심 가치인 개방성과
투명성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생명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인 A 박사는 요즘의 국제

연구기관에 따라 온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울타리를 친’ 것만 같은 느

보이어(Herbert Boyer)는 밀스타인과 달랐다. 이들은 진핵생물의 유전자

연구와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현대 과학에서는 개방성과 배타성의 새

학술대회의 분위기가 낮설다. 1990년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만 해도 연

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국제적인 학술 교류도 알게 모르게 장벽이 생

를 원핵생물에 주입해도 DNA 복제와 단백질 합성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로운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새

구자 사이에서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신참 연구자

겼다. 과거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해외 연구자가 데이터나 시료를 요청하면

다는 사실을 발견해 유전자재조합의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스탠퍼

로운 연구 윤리와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과거 농지의 소유권의 권리

에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연구 커뮤니티에 빠르게 동화될 수

특별한 조건 없이 공유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감한 정보를 해외 기관

드 기술권리화기구(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의 적극적인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토대가 된 인클

있도록 배려했다.

에 제공하는 일은 되도록 꺼리고 요청한 쪽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서

권유와 설득으로 생각을 바꿔서 총 3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TLO는 유

로저 운동처럼, 현대 과학에서 점점 심화되는 경계짓기도 무언가 큰 변

그러나 요즘의 생명과학계는 조금 다르다. 출신국가와 문화권, 심지어는

로의 영역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정보 교류의 자유가 줄어든 것이다.

전자재조합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의약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력

화의 전조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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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2019 ASC 한국대표단
풍산고등학교 3학년 류예린

9가지의 강연 중 하나는 토마스 창 (Thomas
Chang) 교수의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왜 발명

을 시작할까-인공 세포 사례를 통해(When can
you start inventing, and how, why and what:
Using artificial cell as an example)’ 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창 교수는 인공 세포의 창안자다.
그는 인공 세포 실험으로 인공 피가 일반 피보
다 6배 정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포스터 발표에서는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과학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하고, 효소 채취 기술을 이용해 인공피를 저렴
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

과학을 움직이는
힘은 빅퀘스천이다
2019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 참여기

다. 그의 발표를 듣고 의료계에도 큰 변화가 있

이었고 결과물이었기에 캠프 이후 나의 성장에

우리 조의 시도가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모두

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힘을 합쳐 기사와 논문을 찾아보고 의견을 교

대체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화학적 방

환하며 아이디어를 완성해나가는 모든 과정이

비판적 사고로 더 나은 과학을 꿈꾸다

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팀 모

정말 소중했다.

매일 본강연이 끝나면 오후에는 과학자와의 만

두에게 쉽지 않은 과제였다. 조원 중 화학에 익

ASC 캠프는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남이 있었다. 이번 ASC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인

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조

있는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된 경험이었다. 많은

데, 과학자와 대화하며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

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파트를 분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진정한 과학에 대해서

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배해 ‘카페인의 힘(Caffeine Power)’이라는 제목

생각해 보는 계기였다.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전공한 셴허 쑨(Xian-He Sun) 교수

으로 카페인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효

자유롭게 기초과학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더 넓

와의 만남은 빅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은 세상을 알아가는 한편, 미래에 내가 열린 사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특히 셴허 쑨 교수가 빅

하는 데 성공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고를 지니고 세계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했

데이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빅데이터의 부정

결과물인 만큼 발표 때 우리 조는 서로를 격려

다. 그러나 아시아의 여러 과학도와 함께 서로

적인 영향과 여러 연구의 한계점을 비판적으

해줬고 토머스 창 교수에게도 신선한 시도라는

의지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야말로,

로 짚어주어서 흥미로웠다. 연구에 대해 비판

칭찬을 받아 기뻤다.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언제나 큰 질문을 해야 한다, 큰 질문은 큰 답

열정 가득한 일주일의 여정을 보냈다.

연구현장의 생동감을 함께하며

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과학자의 중요한 자질이

을 부른다.” 장 슈광 (Zhang Shuguang) 교수

필자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 사실 처음

개회식으로 막을 올린 캠프 첫날, 일주일간의 캠

며, 비판적 사고로 인해서 더 좋은 발견이 가능

는 ‘자연의 프랙탈-새로운 발견과 섭리를 찾

에는 참여를 망설였다. 그러나 캠프가 끝난 지

프를 단단히 이끌어줄 16명의 과학자를 만났다.

하다고 깨달은 계기였다. 또한 과학자라고 해서

기 위해 호기심을 갖고 큰 질문하기(Fractals of

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경험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로 과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

Nature: Be curious and ask big questions. That

이자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된다.

탐구하고 미래를 밝히는 인재가 되라는 그들의

을 알게 되어 과학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will lead to discoveries and new economy)’라는

공통적인 조언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수 있었다.

제목으로 강연을 펼치며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

2019 ASC 캠프의 메인 프로그램인 본강연에

는 과학자로서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했다. 그가

서는 물리, 생명과학, 화학, 수학 등 여러 분야

함께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

던진 화두는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

의 권위 있는 학자의 강연이 일주일간 총 9번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활동이 흥미로웠고 의미

야 하는 나에게도 큰 반향을 준 말이었다.

진행됐다.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돼 아직 고

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순간은 포

기초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세계의 권

등학생인 필자에게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기

스터 발표 활동이었다. 일주일 동안 매주 저녁

위 있는 과학자들의 강연들 듣고 교류할 수 있

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 학교에서 배우던

마다 조원들끼리 모여 오리엔테이션 때 제시한

는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Asian Science Camp,

것과 다른, 연구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4가지의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해 우리만의 의견

과학을 알아가는 기회라 지루하기보다는 짜릿

을 모아서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한 경험이었다.

었다.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ASC)’. 올해 7월 28일부터 28개국에서 참가한

약 300명의 학생들이 모여 16명의 과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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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내 이름이 적혀 있다.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다.

IBS Research | IBS Report

13th Issue | 2019 2nd

일주일 동안 정이 많이 든 우리 조원들과 함께. 함께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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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명균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mglee@astro.snu.ac.kr

허블을 살린
한 장의 사진

허블초심우주(Hubble Ultra Deep Field)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진은 허블

긴 은하는 대부분 작은 은하일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의 카메라로 12일에 달하는 장시간의 노출을 줘서 얻었다. 사진을 촬영

은하들은 큰 은하와 합쳐지면서 더욱 큰 은하가 된다. 허블의 사진은 이

할 당시만 해도 베크위드의 계획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값비싼 장비인

예측을 그대로 보여준다

허블의 시야를 우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고정해 둔다는 것

허블초심우주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대중과 과학자들의 마음을

은 낭비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사진에는 인

움직였다. 여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허블을 살려야 한다는 방향

류가 처음 접하는 가장 먼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으로 돌아섰으며, 이런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바바라 미컬

사진에서 보이는 1만 개에 달하는 밝은 점 하나하나가 거의 모두 은하

스키(Barbara Mikulski) 상원의원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미국 정부와

다. 각 은하는 수십 억에서 수천 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천

NASA를 설득했다.

체니 이 사진 한 장에만 수조 개가 넘는 별이 있는 셈이다. 더 놀라운 점
은 사진에는 우주의 초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이다. 사진 속

시련을 극복하는 도전

은하들 상당수는 지구로부터 130억 광년이 넘게 떨어져 있다. 현재 우주

오키프 국장은 대중과 과학자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04년 12월

의 나이가 138억 년으로 추정되니 허블초심우주 사진의 은하들은 빅뱅

에 사임하고, 후임으로 마이클 그리핀(Michael Griffin)이 신임 NASA 국

이 일어나고 수억 년이 지났을 때인 ‘유아기의 우주’를 보여주는 셈이다.

장으로 취임했다. 행정과 회계 전문가였던 션 오키프와 달리 그는 공학

당시로서는 허블이 아니면 결코 볼 수 없던 까마득한 과거의 모습이다.

자였다. 그는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허블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과학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허블초심우주는 심미적으로도 감동적이고 아름답지만 과학적인 의미도

허블을 살리자는 청원은 NASA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리

한 사람의 결정

대단히 컸다. 우주의 유아기 모습을 통해 과학자들은 은하가 탄생하고

핀 국장 취임 이후 고작 두어 달 만에 유인왕복선 수리를 검토하기로 결

2004년 1월 16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국장 션

진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밝힐 수 있었다. 허블이 촬영한 유년기 우주는

정됐다. 그리고 2006년 10월 21일, 유인왕복선 수리가 확정됐다. 그리핀

오키프(Sean O’Keepe)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을지

작은 은하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한 가스가 응축

국장은 컬럼비아 참사로 제기된 안전규정이라는 시련에 맞서, 도전을 기

모를 결정을 발표했다. 1990년부터 사용한 허블우주

돼 은하가 형성됐다는 고전적 이론과 달리, 작은 은하가 여럿 합쳐지면서

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망원경(이하 허블)을 수리하기 위해 발사하기로 한 우

큰 은하로 진화했다는 ‘계층적 병합 이론’의 강력한 증거다. 이 이론에 따

마침내 2009년 5월 11일, 물리학자 존 그런스펠드(John Grunsfeld) 대장

주왕복선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허블이 당장 수리가

르면 우주 초기에 암흑물질 덩어리들이 중력 때문에 수축하면서 그 중심

을 포함한 7명의 우주비행사가 탄 아틀란티스 우주왕복선이 발사됐다.

필요한 상태였기에 오키프의 결정은 허블의 ‘죽음’을

부에 있던 중입자(바리온)들의 밀도가 높아져 은하가 태어나는데, 이때 생

허블 수리 미션 동안 ISS로 비상대피가 어렵다는 문제는 또 다른 우주왕

뜻했다.

복선인 엔데버를 구조용으로 대기시키는 것으로 해결했다. 우주왕복선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2003년 2

발사 준비에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과감

월 1일에 있었던 미국의 컬럼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한 결정이었다. 다행히 우주비행사들은 열흘 동안 우주에 머물면서 허블

사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컬럼비아 참사는 일

수리 작업(Servicing Mission 4)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5월 24일에 지구로

곱 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과제 수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수리작업인 이 임무 동안 광역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화재가

탐사카메라3(WFC3)과 우주기원분광기(COS)를 새로 설치하고, 데이터처

발생해 우주왕복선이 우주비행사 전원과 함께 산화

리장치, 자이로, 건전지 등도 교체했다. 덕분에 허블망원경의 성능은 이

된 비극적 사고였다.

전보다 월등하게 좋아지고, 수명이 비약적으로 연장됐다.

NASA의 조사 결과 이 사고가 우주왕복선 단열재

마지막 수리 후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허블은 건재하여, 우주에 대한

의 아주 작은 결함에서 비롯된 만큼, 오키프 국장

새로운 관측자료를 매일 보내주고 있다. 오키프 국장의 취소 결정이 바

은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지도 모른다고 우

뀌지 않았으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허블도 수명이

려했다. 이에 우주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우주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

사진 한 장으로 바뀐 과학사의 궤적

다하는 날이 올 것이다. 허블보다 7배나 넓은 반사경을 갖춘 차세대 우

거장(ISS)으로 긴급 피난한 뒤 다른 우주왕복선을 발사해 이들을 안전하

허블은 과학자들에게는 소중한 연구 자산이자 미국에게는 자존심의 상

주망원경 제임스웹이 곧 발사될 예정인 만큼 허블이 망가지면 더 이상의

게 데리고 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허블과 ISS의 궤도 차이가 너무 커

징이었다. NASA와 의회에는 곧 허블 포기를 비판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수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허블은 인류 최초의 광학우주망원경으로서

서 우주비행사들이 유사시에 ISS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새로운

그리고 오키프 국장의 발표 후 두 달이 지난 3월11일, 단 한 장의 사진으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크나큰 공헌을 했다. 허블이 남

안전 수칙에 따르면 허블 수리를 취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천

로 허블의 운명이 바뀌었다.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장 스티븐 베크

긴 사진 한 장은 당장의 실익이 없다고 버려질 뻔했던 기초과학의 장비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허블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전 세계의

위드(Steven Beckwith)가 과거 어떤 관측장비로도 얻을 수 없었던 경이로

과학자와 대중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운 사진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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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초심우주 사진. 남반구 화로자리의 빈 공간을 촬영한 것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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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경이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는지, 누구도 몰랐던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 인류의 지식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알려주는 산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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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영 교수, IBS 3대 원장으로 선임

글로벌 학술정보서비스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

표로, NPG가 자연과학 분야 82개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외 석학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치매환자의 뇌에

또한 엘스비어 ‘리액시스 PhD 프라이즈(Reaxys PhD

방사광 분야 석학… “IBS의 장기·집단 기초연구

리틱스’가 11월 20일 발표한 ‘2019 세계에서 가장 영

연구성과를 분석해 전 세계 대학, 연구기관 및 국가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반응성 별세포를 기반

Prize)’는 2010년 출범,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이끌 적임자”

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 HCR)’에

점수를 주고 순위를 매긴 지표다. 매년 500위까지의

한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및

화학분야 연구자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명성이 높

따르면 2019년 국내 HCR 41명(중복수상 포함 45명)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게재된 논문을 평가

지식을 교류했다.

다. 올해는 360여 명의 후보자의 연구 성과 및 성장

중 IBS 소속 연구자는 7명(중복수상 포함 9명)으로 확

했다.

심포지움의 세션은 Reactive Astrocytes and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5명의 수상자를 뽑았

인됐다. 국내 소속기관 중에서 IBS는 서울대(9명)에

연구 착수 7년 차인 IBS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

Alzheimer’s Disease, Reactive Astrocytes as

다. 최종 수상자들은 ‘리액시스 프라이즈 클럽(Reaxys

이어 두 번째로 많은 HCR 연구자를 배출했다.

하고 세계무대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IBS의

an Early Diagnostic Marker for Alzheimer's

Prize Club)’의 평생회원이 돼 화학분야의 국제적인 석

HCR은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근거로 선정되기 때문

FC(Fractional Count) 점수는 2016년 61.95점(240위),

Disease, Model and Tool Development for

학들과 함께 연구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에 세계 각지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연구

2017년 70.8점(214위), 2018년 71.54점(207위)로 꾸준

Alzheimer’s Disease로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

다. 이곳에서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발견과 유령입자

자라는 의미가 있다. 6년째를 맞은 올해는 22개 분야

히 성장해왔으며, 올해는 85.11점으로 세계 200위권

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재학시

로도 불리는 중성미자의 질량 측정 및 성질 규명에

에서 60여 개국 총 6216명의 연구자가 HCR로 선정

에 처음 진입했다.

교세포 분야(Glial Biology)의 세계적 석학인 이창준

절부터 장석복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장 지도
하에 새로운 유기화학 반응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

도전한다.

됐다.

IBS의 약진은 연구단의 규모 성장 (2015년 26개 →

IBS 인지 및 사회성 공동연구단장과 뇌과학/뇌질환

제3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으로 노도영 광주과

이는 우주의 생성과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

로드니 루오프 단장(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과 현택환

2018년 30개)과 더불어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

분야 권위자인 류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경

해왔다. 백무현 IBS 부연구단장의 공동 지도하에 양

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사진)가 11월 22

현대물리학의 최대과제로 꼽히는 만큼 노벨물리학상

단장(나노입자 연구단)은 화학/재료과학의 2개 분야에

를 꾸준히 배출한 결과로 분석된다. IBS는 연구단

과학연구단장, 윤미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핵의

자화학적 계산을 이용한 새로운 촉매 설계에 성공하

일자로 선임됐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5년이다.

0순위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신호의 포착이 매우

중복으로 선정되며 올해로 6년 연속 HCR 명단에 이

을 단계적으로 50개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인 만큼

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종합

기도 했다.

노도영 신임 IBS 원장은 방사광 분야에서 국내외 학

어렵기 때문에 우주선(線)처럼 잡음이 되는 배경신호

름을 올렸다. 한편, 장석복 단장(분자활성 촉매반응 연

이 같은 약진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25일

연구소 마코토 히구치(Makoto Higuchi) 박사 등 13명

대표적인 성과로 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와

계를 이끄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1985년 서울대

를 최대한 줄인 실험 환경이 요구된다. 주변이 조용해

구단)은 화학 분야에서 5년 연속 선정됐다.

기준 IBS의 네이처 인덱스 FC점수는 85.94점으로

의 연사가 발표했다. 그 외 포스터 전시를 통해 연구

〈네이처 카탈리시스〉에 연달아 보고한 연구가 있다.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야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리와 같다. 고심(深)

이와 함께 생물학 및 생화학 분야에서는 김진수 단

순위 발표 시점보다 3계단 오른 167위를 기록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석유, 천연가스 등 자연에 풍

(MIT)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극

도 지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실험 연구단

장(유전체 교정 연구단), 크로스필드 분야에서는 이영

있다.

미세초고속X-선과학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으며, 국가

은 일정 구간마다 선진시추분석을 수행하고, 미소진

희 단장(나노구조물리 연구단)과 악셀 팀머만 단장(기후

료물질인 락탐을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이 외에 ‘미국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동을 체크하며 최신 공법을 적용해 만반의 준비를 마

물리 연구단), 재료과학 분야에서 김대형 부연구단장

화학회지(JACS)’를 포함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11편

회장,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

쳤다. 완공을 마치면 예미랩은 지하 1000m 이하 깊

(나노입자 연구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HCR로 선정

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위치한 연구용 시설인 국내 유일 심층 지하실험

됐다.

반응성 별세포기반

노 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역량을 토대

시설이 된다.

지금까지 총 11명의 IBS 소속 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치매연구 국제심포지움 개최

로 연구단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 및 중이

2021년부터 중성미자 실험을 필두로 완공 이후, 국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다. 역대 한국 기관 소속

박 연구위원은 “장석복 단장님, 백무현 부연구단장님

온가속기 구축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내외 연구진이 이곳에 입주해 예미랩을 중심으로 대

HCR 총 84인 중 13.1%가 IBS의 연구자인 셈이다.

의 훌륭한 지도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

형·융합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를 지원하는 IBS의 정책 덕분에 연구에만 온전히 집
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유용성에도 불구하

부한 탄화수소로부터 유용한 의약품 및 화학소재 원

박윤수 연구위원, 화학분야 신진 연구자 상

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했다. 이는 KAIST가 박사과

연달아 수상

정 졸업요건으로 제시한 연구의 인용 영향력(Impact
Factor) 기준을 크게 넘긴 성과다.

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IBS의 도약을 뒷받

그 일환으로 같은 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과

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ARF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했

노도영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IBS가 국가 기초

다. 심부 지하공간에 대한 오랜 연구 노하우를 쌓아

글로벌 연구 경쟁력 16.5% ‘껑충’ 성장…

과학 연구소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해의 요

온 KIGAM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처 인덱스 전년 대비 37계단 올라

소는 걷어내고, 학계와 연구계, 정부의 이해를 넓히는

김영덕 단장은 “정선 우주입자연구시설은 국내 천체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입자물리학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국내

박윤수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연구위원(27)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공표하는

이 화학분야 우수 신진연구자로 연달아 선정되며, 국

나노과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야 세계 최대 학술

IBS와 머리 맞대다

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웠던 촉매의 가격
을 낮추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인 미국화학회(ACS)와 세계 최대 과학출판사인

지하 1100m 우주실험실,

엘스비어(Elsevier) 는 젊은 연구자 상 최종 수상자로

예미랩(Yemmi-Lab) 터널공사 착공

박윤수 박사를 선정했다고 각각 밝혔다.

IBS 과학자 7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BS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에 건설 중인 우주입자

연구자로 선정

박 연구위원은 ACS가 5월 15일 발표한 ‘2019 카스
IBS의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

퓨처 리더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화
학 및 관련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박

연구시설(ARF) ‘예미랩’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발표…역대 국내 HCR

세다. ‘네이처출판그룹(NPG)’이 발표한 ‘2019 네이처

4월 12일 정선 ARF 착공식을 개최하고, 핵심시설인

중 13%가 IBS 소속

인덱스(Nature Index)’에 따르면 IBS의 연구 경쟁력은

지하실험 공간 구축을 시작했다.

사 및 박사후연구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차세대 리

전년 대비 16.5% 상승하며 세계 170위에 이름을 올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

더로서 잠재력을 갖춘 연구자를 선정해, 네트워킹 등

예미랩은 연구단이 기존 운영해 온 양양 지하실험시

올 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를 펼친 연

렸다. 지난해에 비해 37계단 오른 순위로 국내 연구기

업 반응성 별세포기반 치매연구 국제 심포지움을 개

을 지원한다. 올해는 35개국 171명의 지원자 중 29명

설(Y2L)보다 400m 깊은 지하 1100m 일대에 위치하

구자 명단에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 7명의 연구자

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최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통부의 뇌과학원천기술

의 연구자가 최종 선발됐으며, 한국인은 박 연구위원

IBS가 나노과학을 주제로 2회의 국제 콘퍼런스를 연

며, 면적은 10배 이상 큰 2000m2로 구축될 계획이

가 이름을 올렸다.

네이처 인덱스는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는 지

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 중이며, 이번 심포지움에는

이 유일하다.

달아 개최했다. 나노과학은 화학 및 재료 분야 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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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소

for Brain Science Training)’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지하실험 연구단장이 이끄는 코사인-100(COSINE-100)

재나 부품은 물론 정보통신(IT), 의료 등 다양한 산업

HiBST는 고교생들이 뇌과학 관련 강의를 듣고, 최전방

공동연구협력단의 연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우주의

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며 뇌과학자의 삶을 체험해보는

미스터리인 암흑물질의 존재를 규명할 기반을 마

양자나노과학 연구단(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이 주

IBS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단은 다국적 공동연

관하는 ‘IBS 양자나노과학 콘퍼런스’는 9월 25일부터

최종 선발된 12명의 학생들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

구팀을 꾸려 다마 팀의 실험을 재현하기 위한 코사

3일간 열렸다. 다니엘 로스(Daniel Loss) 스위스 바젤

까지 2주간 대전 IBS 본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

인-100 실험을 시작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대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스핀트로닉스, 스핀 큐비트

지 교세포과학 그룹 연구진의 랩미팅, 저널클럽 등에

코사인-100 실험에서 초기 59.5일간 확보된 데이터

등 양자나노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에 대해 강

참여하며 과학자의 일상을 경험했다. IBS 소속 우수

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쓰였다. 국제 물리학계는

의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총 16명의 주요 연사를 포

한 연구진의 강의와 함께 실험쥐 해부, 뇌 영상 측정

다마 실험을 완벽히 재현할 검출기를 자체 개발해,

함하여 120여 명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연

및 분석 등 뇌과학 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주

독립적인 실험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주목했다.

구성과를 공유했다.

어졌다. HiBST는 참여 학생들이 2주간 배운 점과 향

RNA 연구단은 올해도 우수성과를 배출했다. 연구

한편 IBS 나노의학 연구단(단장 천진우)은 9월 30일

후 희망하는 연구 주제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끝으로

진은 전령RNA(mRNA)의 긴 아데닌 꼬리 부위에 아

부터 이틀간 미국화학회(ACS)와 공동으로 ‘IBS-

캠프가 마무리됐다.

데닌 이외의 염기가 혼합된 ‘혼합 꼬리’가 존재함을

ACS 에너지 및 나노물질 연구 콘퍼런스’를 개최했

참여 학생들은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활용해 학교에

발견했다. 전령RNA는 DNA에 보관돼 있는 유전정보

다. 화학분야 세계 최대 학술단체인 미국화학회가

서는 체험해보기 어려운 실험들을 진행해봤다는 점

를 단백질로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연구

국내에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이 뜻깊었다”며 “최신 과학 연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진은 이들 혼합 꼬리가 전령RNA의 분해를 막아 보

음이다.

적용되고, 인류의 삶에 보탬이 될지를 학습하며 과학

호함으로써 유전자의 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 콘퍼런스에는 에너지, 생명과학, 의학 등 나노과학

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 공고히 하게 됐다”고 소감

것도 규명했다. 연구결과는 2018년 8월 〈사이언스〉

이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을 밝혔다.

에 실렸다.

들을 초청한 기자간담회도 개최하여, ACS 편집자들

이창준 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자라나는 미래 새싹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의 곽준명 前그룹리더 연구

의 학술 출판, 초록 작성,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들이 뇌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되길 희망

팀이 지난해 5월 국제학술지 〈셀(Cell)〉에 게재한 연

한다”며 “내년도에 개최될 캠프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

구도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우수성과에 이름을 올

에게 유익한 정보와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

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렸다. 연구진은 식물이 발달 과정에서 리그닌이라는

회를 제공했다.

내년 7월 경 ‘제2회 HiBST’를 개최할 계획이다.

물질을 만들어 꽃잎이나 나뭇잎이 떨어져야 할 정

김영덕 IBS 원장 직무대행은 “나노과학을 주제로 연

확한 위치에서 잎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어 열리는 IBS 콘퍼런스는 세계 정상급 과학자들이

이 같은 탈리 현상을 조절하면 낙과로 잃어버리는
식량 작물의 손실을 줄이거나, 수확량을 늘리는 식

를 도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IBS를 매

「201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IBS

으로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

개로 해외 석학과 국내 학계의 연계 활동이 강화되길

연구성과 4건 선정

았다.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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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u.ibs.re.kr

pcs.ibs.re.kr

cge.ibs.re.kr

연세대학교

DGIST

지하실험 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사회성 뇌과학 그룹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단장

단장

단장

신희섭

이창준

김영덕

ccs.ibs.re.kr

www.ibs.re.kr/glia

cupweb.ibs.re.kr

나노의학 연구단

단장

천진우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ibs.yonsei.ac.kr

에 대한 강의 및 패널 논의의 장도 마련해 참석자들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층적인 공동연구 기회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단장

남홍길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aging.ibs.re.kr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이산 수학 그룹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단백질 커뮤니케이션 그룹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엄상일

차미영

성균관대학교

dimag.ibs.re.kr

www.ibs.re.kr/datascience

김호민
www.ibs.re.kr/protein

POSTECH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단장

단장

김성기

이영희

cnir.ibs.re.kr

cinap.ibs.re.kr

한편,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은 기계·소재 분야 우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수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진은 기존보다 1000

단장

단장

오용근

염한웅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배 저렴한 제조비용으로 간단하게 단결정 금속 포일

GIST

부산대학교

caldes.ibs.re.kr

cgp.ibs.re.kr

을 제조했다. ‘무접촉 열처리 공정’이라 명명한 이 기

고교생 뇌과학 캠프 ‘HiBST’ 성황리 종료…

술은 값싼 다결정 금속 포일을 손쉽게 고부가가치의

12인의 고교생 2주간 뇌과학자의 삶 체험

단결정 금속 포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단
결정 금속의 제조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단결정 금
속의 상용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단결정 그래핀
등 차세대 전자소재 개발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 주목받았다. 연구결과는 2018년 11월 국제학술지

(KISTEP)이 발표한 「201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

〈사이언스〉에 실렸으며, 제조법을 특허로도 등록한

선」에 IBS △지하실험 연구단 △RNA 연구단 △식물

성과를 올렸다.

노화·수명 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의 연구

선정된 우수성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

성과가 선정됐다. IBS 우수성과 중 3건은 순수기초·

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

인프라 분야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지하실험 연구단

관 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는다. 또한 선정된 성과의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이 주

이 2018년 1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대표연구자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최한 고교생 뇌과학 교육 프로그램 ‘HiBST(Highschool

는 이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등의 후보자로 추천된다.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기후물리 연구단

단장

단장

단장

남창희

악셀 티머만

김기문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iccp.ibs.re.kr

corels.ibs.re.kr

csc.ibs.re.kr

KAIST

UNIST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혈관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단장

단장

단장

단장

단장

단장

단장

단장

김은준

야니스 세메르치디스

유룡

장석복

고규영

명경재

로드니 루오프

스티브 그래닉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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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cular.ibs.re.kr

cgi.ibs.re.kr

cmcm.ibs.re.kr

softmatt.ibs.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