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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프롤로그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presents the fifth

Eyes: Observation and Imagination, you will experience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15년부터 과학자들이 연구 과

속해서 IBS는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예술적인 순

annual exhibition of Art in Science. Art in Science is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scientists. Observations

정에서 포착한 예술적인 순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간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며 교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a project where scientists share artistic moments they

are just the beginning of their scientific journeys.

Art in Science 전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captur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ith the general

Scientific discoveries are made as they actively probe

public. What makes this year’s exhibition more

the world by coming up with hypotheses and theories

과학자와 시민들의 교류공간인 IBS 과학문화센터 개관을

작품 출품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연구자에게

significant is that it i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and continuously testing them against new ideas and

기념하여 전시를 여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grand opening of the IBS Science Culture Center, a

observations. The image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are

place where scientists engage with the public.

the results of that continuing process of observation and

생명과 물질의 세계를 탐구하는 IBS 연구자들은 첨단 연

imagination generated by research underway at IBS.

구 장비로 미시세계를 관찰하며 상상하지 못했던 이미지

While exploring and observing the microscopic world

를 얻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발현하거나 단백질을 염색하

of life and matter through state-of-the-art research

This year’s exhibition also showcases special video clips

면, 세포 안에 우주가 펼쳐진 듯한 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equipment, IBS researchers encounter images that you

that feature scientists who submitted the artwork on

또 원자들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소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year’s Art in Science

display. The videos tell us about their research, their

exhibition will take you on a journey through those

art, and behind the scene stories. These interviews

리에 의한 화학반응은 과학을 활용한 현대미술 작품이라

scientific, yet artistic worlds that IBS researchers have

will help viewers to better engage with science in art

captured, leaving you in awe. In the course of expressing

forms. Explore and enjoy scientific knowledge, the

a specific gene or staining proteins, the universe like

aesthetic inspiration that each artwork presents, as

landscape located within a cell will unfold before your

well as scientists’ deeply imaginative stories behind

eyes. You will also have a chance to glimpse into the

their artwork. IBS will continue to share these artistic

제5회 전시 주제는 ‘과학자의 눈: 관찰과 상상’으로 관람

beautifully yet hidden world of atoms. Observing

moments captured in the course of research as a way of

객에게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를 선사합니다. 과

chemical reactions induced by sound will mesmerize

interacting with the general public.

학자의 시선은 아무 개입이 없는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

you with artistic elements mostly seen in contemporary
artwork. You will be surprised to know that some

I would like to thank all researchers who have spared no

of these artistic images were recorded from failed

effort to submit their artwork.

해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과학 기술적 임팩트가 그리
크지 않은 이미지가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다. 자연의 원리를 찾고자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업이 결
합하며, 관찰과 상상이 더해질 때 뜻밖의 결과와 이미지
를 얻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이미지 뒤에 있는 과

experiments. At times, experiments may fail with little
scientific impact but they offer viewers moments of

학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관람

inspiring beauty.

객들은 연구자 인터뷰 영상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연구하
고 고민하는지, 또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연구자의

As the theme of the exhibition suggests, Scientists’
The 5th IBS Art in Science

NOH Do Young

President of IBS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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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장

노도영
05

Scientists’ Eyes:
Observation and Imagination
과학자의 눈: 관찰과 상상

The 5th IBS Art in Science

06

07

Painting with a Sound Brush

소리 붓으로 그린 그림

The images on the far wall were captured during an experiment using low frequency sounds. The
pattern of low frequency waves used in the experiment decorate these walls to create a sense that
when you enter this space, you feel as if you are taking part in the experiment.

저주파 소리를 이용해 실험을 하던 중 포착한 이미지이다. 실험에 사용된 저주파
파동을 벽면에 채워, 이 공간에 들어오면 마치 실험에 참여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The 5th IBS Ar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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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 with a Sound Brush
HWANG Il Ha
Center for Self-assembly and Complexity

소리 붓으로 그린 그림
황일하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Chemical reactions, in general, can be controlled by concentration, temperature,
pH or external stimulus, such as light. Is there any other way to control chemical
reactions? While pondering this question, we got new inspiration from the
sound of the music we heard over our speakers. We then tried to control
complex chemical reactions using sound and during our attempts, we obtained
interesting results and spectacular patterns. These photographs were taken
during the experimental process of selectively controlling the oxidation reaction
of a vividly blue organic dye molecule with sound. Now we paint using a sound
frequency generator, a speaker, and different-shaped chambers. We believe that
someday we can paint more complex yet aesthetic patterns with music or natural
sound as a paint brush.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화학반응의 결과물이다. 화학반응은 일반적으
Chemical reaction A chemical reaction is
a process that occurs when two or more
chemical substances or molecules interact
to form a new chemical substance with
different properties.
화학반응 어떤 물질이 자체적 또는 다른 물질과 상
호작용하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로 농도, 온도, 수소이온농도(pH) 또는 빛 등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잘 알려지진 않
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방법도 있다. 바로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연구진은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며 소리를
이용해 복잡한 화학 반응을 제어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렇게 이 작품이
탄생했다. 스피커의 소리는 접시 안에 물결 패턴을 만들고, 이러한 물결은 공기 중
산소를 용해시키고, 용액 안의 염료 분자와의 섞임을 조절한다. 이 작품은 선명한 파
란색 염료 분자의 산화반응을 소리로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실험 과정에서 찍은 사

Scene of the actual experiment. A heart-shaped
dish is placed on the speaker connected with the
sound frequency generator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In the experiment, primarily lowfrequency sound under 100 Hz was sent through
the speaker.

진이다. 모양이 다른 그릇 위에 주파수 생성기, 스피커 등의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언젠가는 자연의 소리를 붓으로 사용해 더 복잡하지만, 심미적인 패턴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그 케미, 즉 화학반응이 만들어낼 장관이 기다려진다.

실제 실험 모습으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장치와 스피커, 그 위
에 그릇이 올려져 있다. 실험엔 주로 100Hz 미만의 저주파 소
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냈다.

Credit

Center for Self-assembly and Com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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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Il Ha
Center for Self-assembly and Complexity

Tell us about your research and artwork.
I was doing research on intermolecular reactions and
molecular assembly formation. People generally use
temperature or pH control, so I wanted to try a new
method to control chemical reactions. I thought it
would be interesting to use sound which is something
not normally used in chemical experiments. I was able
to confirm this through the experiment of selectively
controlling the oxidation reaction of a vividly blue
organic dye molecule with sound. During the
experiment, I saw the blue dye molecule create interesting
patterns and took pictures.
Where did you get the inspiration?
I was having coffee with my colleagues. We talked about
playing a certain type of music to plants leads to better
growth. This made me wonder what would happen if I
apply music to chemical reactions.
In fact, the music was too complex and lots of
sounds mixed together that it was not suitable for
experimentation. So, instead, I used a device that
generates a monotonous sound with a single-wavelength.
Sound is not generally used in chemical reactions because
it is very low in energy. We developed a method to
control the chemical reactions using sound for the first
time.

“I feel most rewarded when I
discover something new that
others haven’t.”

황일하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남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dish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shape of dish want,
I went around a lot of grocery stores and dinnerware
stores. For a while, whenever I went to a grocery store,
I went straight to the dinnerware section and did my
grocery shopping afterwards.
One store was selling dishes in lots of different shapes,
such as a heart. I thought they would make interesting
patterns so I actually used them.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분자 간의 반응 및 분자집합체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기존에 사용하던 온도나 수소이온농도(pH) 변화 등의

과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그중에

과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보고 싶

서 화학 분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수단인 소리를 이용하

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는 것은 어떨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 염료 분

분자 간의 반응 또는 분자 간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자의 산화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운 물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그 과정에서 염료 분자의 색깔로 인하여 패턴이 형성되는 것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을 보았고 사진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What made you want to be a scientist?
I’ve always wanted to create something new. As I studied
chemistry in middle and high school, I became interested
in intermolecular reactions and new materials created by
the reactions. I wanted to study and do research on this
field a little deeper.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가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분자 간의 반응 및 분자집합체 형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에 특정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방법을

더 잘 자란다거나 하는 등의 얘기가 있었고, 화학반응에 음

새로이 도입한 것인데 우리가 개발한 방법이 관련 연구자들

악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에게도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음악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
어서 실험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았고, 대신에 단일 파장

What research would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I’ve been trying new things regarding intermolecular
reactions and molecular assembly formation. We
introduced a new method that has not been used in
chemistry and I hope the method we developed will
inspire other researchers as well.

의 균일한 소리를 내는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소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화
학반응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소
리를 이용해서 화학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제출한 작품을 연구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실험 결과로 생성되는 패턴의 모양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
소 중에서 그릇의 모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구하기 위해서 마트와 잡화점 등 다양한 그릇 가게들
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한동안 마트에 가면 주방용품
코너부터 살펴보고 장을 봤습니다.

What were the challenge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Of the many factors that determine the shape of the
pattern that results from the experiment, the shape of the
The 5th IBS Art in Science

여러 그릇 가게들을 돌아다녔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하트 등
다양한 모양의 반찬 그릇을 팔더라고요. 그것을 사용하면 굉
장히 재미있는 패턴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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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fish
HONG Jin Hee, JO Yong Hyeon, JO Jae Cheol
Center for Molecular Spectroscopy and Dynamics

별이 된 물고기
홍진희, 조용현, 조재철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They say eyes are the window of the mind. We can understand a person’s
emotions and thoughts by looking into each other’s eyes. This video clip is
composed of confocal reflectance images of the eyes of zebrafish, which is a
widely used animal model at our Center. The pattern of light reflected from the
zebrafish’s cornea, lens, and vitreous chamber looks like stars and a nebula in
the Universe. Their eyes are less than 1 cm in size yet contain an immense, light
year-scale of the Universe. Maybe the zebrafish are using their eyes to tell us they
are also precious creatures, just like humans, and are part of the Earth and the
Universe.
흔히 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자신의 감정이 눈빛에 비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 눈을 맞추며 대화한다. 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까.
이 작품은 제브라피시의 눈에 공초점 주사현미경으로 빛을 쪼인 뒤 반사된 빛을 찍
은 동영상이다. IBS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은 새로운 현미경을 개발하는 연
구 과정에서 제브라피시를 모델 동물로 사용하곤 한다. 제브라피시의 각막과 수정
Confo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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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o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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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dimensional structure.
 초점 주사현미경 일반 현미경이 광범위한 영역
공
에 빛을 조사하고 반사된 모든 빛을 영상화하는 반
면, 공초점 현미경은 시료에 조사 되는 빛이 초점
(focusing)이 맞는 부분만 두드러지게 밝게 나타낸
다. 이것을 Optical sectioning이라고 부르며, 섹셔
닝된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산란광이 제거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다. 시료와
대물렌즈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초점 위치를 바
꾸어) 3차원 구조도 구성할 수 있다.

The 5th IBS Ar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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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유리체에서 반사된 빛의 패턴이 마치 우주 공간에 빛나는 별들과 성운을 보는
것 같다. 1cm도 안 되는 작은 물고기의 눈에 광년(light year) 단위로 크기를 논하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담겨 있다. 그리고 별이 된 물고기는 새로운 현미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어쩌면 제브라피시는 눈을 통해 그들이 우리 인간과 다름없는 지구상의 존귀한 생명
체이며, 우주의 한 구성원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작품 영상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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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ittle striped fish possesses great potential for future advancement
in basic science.”

“몸에 줄무늬를 지닌 이 작은 물고기는 미래 과학을 발전시킬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Scientific name: Danio rerio (Zebrafish)
Origin: India
Length: 4 - 5 cm
Lifespan: 2 - 3 years

학명: Damio rerio , 일명 제브라피시(Zebrafish)
원산지: 인도
몸길이: 4~5cm
수명 : 2~3년

Zebrafish with blue and white stripes have unique advantages as lab
animals in biomedical research. Zebrafish are vertebrate and have organs,
including brain, heart, liver, and kidney, just like a human. Genome
sequencing also has confirmed that zebrafish are affected by 84% of gene
disorders that affect humans. In addition, their embryo is transparent and
develops outside its mother. This provides researchers the unique ability
to observe disease development in living animals after modifying diseasecausing genes. Thanks to research on zebrafish, researchers got to better
understand diseases, like cancer, diabetes, and muscular dystrophy. The
science community believes that this little striped fish possesses great
potential for future advancement in basic science.

푸른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진 제브라피시는 생명의학 분야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
델 동물이다. 뇌, 심장, 간, 콩팥 등 인간이 지닌 기관을 갖고 있을뿐더러 인간에게 질병
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84%가 제프라피시에서도 발현된다. 투명한 배아 덕분에 유전자
를 조작해 질병의 변화를 관찰하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제
브라피시를 활용한 연구로 암, 당뇨병, 근육병 등 다양한 질병의 발병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을 개발해왔다. 길이가 5cm에 불과한 이 작은 물고기는 인류의 삶을 더욱 행복
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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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Jin Hee, JO Yong Hyeon, JO Jae Cheol
Center for Molecular Spectroscopy and Dynamics

“We wanted to share such
artwork created by nature with
as many people as possible.”

홍진희, 조용현, 조재철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예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싶어
아트 인 사이언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Tell us about your research and artwork.
Our lab aims to image structures within deep tissues
of living animals or organisms in high resolution. So,
we were comparing a collective accumulation of singlescattering microscopy, that our lab developed, with a
well-known confocal imaging technique. We imaged
zebrafish retina cells and the video clip was captured
during the experiment.
What does your art represent?
When we observed the pattern of light reflected from
the zebrafish’s lens and vitreous chamber, it was like
seeing stars and the Milky Way. Looking at the eyes, the
window of the mind, it looks like there’s a universe in
there. It made us think that there was a universe in the
fish’s heart.

rewarded as a researcher.
What are the challenge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We are doing experiments using mice and in vivo imaging
of live mice requires anesthesia. Typically, anesthesia lasts
for an hour, but even if you administer the same dose, the
sleep duration differs from each mouse. So, sometimes it
wears off too early and we have to stop the experiment.
In experiments with bio samples like this, the most
challenging part is that it’s difficult to control the
samples.
What research would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At the moment, I do imaging using lights.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continue to do research using lights, even
if it’s not imaging. In other words, my goal i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lights.

What made you participate in Art in Science?
After fluorescent labeling the neurons and astrocytes
in red and green, I saw these fluorescent lights emitting
from the cells. It was so beautiful that I couldn’t forget
that first impression. I used to think that the structures
seen in living things were art created by nature.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영상인가요?

연구 과정 중에 겪는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연구실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물이나 생물체 깊은 조직

지금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를 이제 살아 있는 상

내에 있는 구조물을 고해상도로 이미징하는 것에 목표가 있

태로 in vivo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마취한 상태의 이미지를

는데요. 그래서 기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단일 산란 집

측정합니다. 이때 마취가 1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약물을 정

단 축적 현미경 기법과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컨포컬 기법

량 투여하더라도 쥐마다 지속 시간이 달라서 어느 때는 일찍

을 비교하던 중에 제브라피쉬 망막에서 이미징하는 실험을

마취가 풀려서 실험을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얻은 이미지입니다.

바이오 샘플을 갖고 하는 실험에서 샘플을 마음대로 컨트롤
하기 힘든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제브라피쉬의 눈에 빛을 쪼여 줬을 때 수정체 유리체를 통과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가요?

하며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마치 우주의 별과 은하수를 보는

현재는 빛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창이라는 눈을 관찰하는 동안 그 속

징이 아니더라도 빛을 이용한 연구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에 우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연히 물고기 마음에

결과적으로는 빛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

우주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니다.

아트 인 사이언스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 신경세포와 성상세포를 붉은색과 초록색 형광 염색한
후에 제 눈으로 직접 세포에서 형광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너
무 아름다워 그 감흥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생물체에서 보
이는 구조물들이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보람된 때는 언제인가요?
연구 시작 단계에서는 계획을 잘 수립할지라도 이 연구가

When do you feel rewarded as a scientist?
At an earlier stage of research, even if it’s well planned,
you don’t know how it will be used. But when the
research has reached some degree of completion and
when it has some results, you can picture its future
applications in certain areas and that’s when I feel
The 5th IBS Art in Science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도
달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그 연구가 어
떤 분야에서 사용되는 상상을 할 때 연구자로서 보람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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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prints on Scintillating Crystal Surface

단결정에 남겨진 발자국

Dr. So’s lab notebook is displayed with his artwork. Along with his notes on complex formulas and
algorithms that reveals the complexities of being a researcher, the phrase “assortment of bread” stands
out the most. Seeing such a phrase makes the researcher, who seems to use only difficult jargon, feel
more relatable.

박사님의 연구노트 일부를 작품과 함께 전시하였다. 복잡한 공식, 알고리즘 등
연구자의 고뇌가 드러나는 메모들 사이에 빵 세트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어려운 용어만 쓸 것 같은 연구자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The 5th IBS Ar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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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prints on Scintillating Crystal Surface
SO Jung Ho
Center for Underground Physics

단결정에 남겨진 발자국
소중호
지하실험 연구단

Scintillation detector A detector that
absorbs energy when energy-bearing
particles or radiation enter and emits light
in proportion to the energy absorbed. The
reaction tim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incident particles, which makes it
possible to distinguish signals and can be
used for experiments of various purposes.
In a scintillation detector, the scintillator
of the detector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research.
 광 단결정 에너지를 가진 입자나 방사선이 입사
섬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에 비례하
는 양의 빛을 방출하는 검출기이다. 입사되는 입자
의 종류에 따라 반응 시간이 달라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 다양한 목적의 실험에 활용되며, 다양
한 물질로 구성할 수 있어 연구 목적에 맞는 물질로
구성된 검출기 제작에 용이하다.

A scintillating crystal can be used for a radiation detector by measuring its
emission light as proportional to the energy of incident particles and radiation.
The Center for Underground Physics has been developing a simultaneous
measurement of heat and light from scintillating crystals at a temperature of 10
mK for an effective particle identification. The detector, once developed, will
allow precise observation of neutrinoless double beta decay, bringing us one
step closer to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Making a clean, smooth,
polished surface of the crystal is the first step towards the goal. As the image
shows a surface that is not clean and smooth, this attempt was a failure. The
image shows the surface of the crystal captured by a high resolution microscope.
The patchy surface of the crystal was a total failure as we needed it to be smooth,
but the result stirred up some artistic imagination. One might think that they
are looking at the first human footprints on the Moon or Mars, or some fossils
in a desert. As we are almost to the end to the experiment, we will soon be
reminiscing when later looking at this picture as the footprints of our journey to
unravel the mysteries of everything.

Credit

Center for Underground Physics

인류가 달의 표면에 남긴 최초의 발자국일까, 아니면 사막에 그려진 외계 생명체의
그림일까.
많은 상상력을 자아내는 이 작품은 섬광 단결정 표면에 수백 나노미터(nm) 두께의
얇은 금 박막을 올리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섬광 단결정은 외부에서 입사된 방사선

Neutrinos They are among the lightest
of the elementary particles that form the
universe. With very little mass and no
charge, about 70 billion (solar) neutrinos
pass through your thumbnail every
second. But since they are impossible to
see and difficult to detect, they are called
“ghost particles” and are still one of the
mysteries of particle physics.
중성미자 우주를 이루는 기본입자 중 하나로 가장
가벼운 입자이다.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 매초 700억 개의 중성미자가 엄
지손가락을 뚫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다. 관측이 힘들기 때문에 '유령입자'라 불리며 입
자물리학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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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에 비례해 빛을 방출한다.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섬광 단결정의 빛 신호
뿐만 아니라 열 신호도 포착할 수 있는 극저온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검출기
를 개발하면 중성미자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희귀붕괴현상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해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표면이 매우 깨끗한 단결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품 속
단결정은 군데군데 금 박막이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됐다. 실험에서는 ‘실패작’인
이 단결정을 고배율 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는 꽤 예술적 상상력을 자아낸다. 어
쩌면 완벽한 단결정을 만든 훗날 이 작품을 보며 웃으며 추억하지 않을까. 모든 것
의 비밀을 풀어내기 위한 여정에서 남긴 ‘발자국’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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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inoless double beta decay Beta decay is a nuclear physics
phenomenon in which the neutrons that make up the atomic nucleus
release an electron to have a more stable energy state, and neutrinos
are created in the beta-decay process. Double beta decay, on the other
hand, is a rare type of decay in which two nuclei in the same nucleus
simultaneously beta decay, releasing two neutrinos and antineutrinos
with only two electrons in the final state.

A single crystal An ideal single crystal has an orderly arrangement of
atoms, while polycrystals are composed of aggregated single crystals of
varying size and orientation. Most inorganic solids are polycrystals.
단결정 내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재료를 단결정, 패턴이 서로 다른 단결정들이
뭉친 형태를 다결정이라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은 대부분 다결정 형태
이다.

 성미자 미 방출 이중베타붕괴현상 베타붕괴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가 전자
중
하나를 방출하며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되는 현상으로, 중성미자가 반드시
방출된다. 반면 이중베타붕괴는 베타붕괴가 두 번 일어나며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가 동
시에 발생해 소멸하고, 두 개의 전자만 방출되는 희귀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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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Jung Ho
Center for Underground Physics

Tell us about your research and artwork.
There’s a sad story behind the artwork. We kept failing
and the image showed us why we repeatedly failed. We
looked at the image for the first time and we were like
“This is why we failed.”
Why did you fail?
The picture we took shows a single crystal and its surface
has to be very clean for a very thin film to be deposited.
But the film kept falling off during the process. So to
figure out the cause, we took this picture using a high
resolution microscope. As you can see, the surface of
the crystal has some black and rough spots and even a
feather-shaped crater. Because of these patchy spots on
the surface, the gold film could not be deposited and
that’s why we kept failing.

“I wanted to be a scientist
from the moment I was able
to read.”

소중호
지하실험 연구단

“글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그냥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from scratch, we’ve tried to understand this new area
and based on our understanding we have to figure out
the solution and then test it again. Unfortunately, these
earlier efforts and progress are usually not evaluated. We
are mainly evaluated by the final results when everything
is completed. This is a bit of a shame.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공 분야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그쪽 분

일단 작품이 나온 배경이 좀 슬픕니다. 그 작품이 보여주는

야의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배경지식을 이해하

장면은 저희가 계속 실패를 반복했는데 그 실패를 반복하는

고,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만들어내고 그런

원인이 뭔지를 보여 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하는 거죠. 애석한 게 뭐냐면 보통 그 앞

보는 순간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부분의 노력이나 성과들은 평가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평가
를 받는 부분은 주로 마지막에 완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인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What are the challenges of being a researcher?
As you can see in the image, a little problem like this
could delay the experiment for even a year. And we get
anxious during that time.

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저희가 찍은 샘플 사진이 단결정이라고 해서 표면이 굉장히
깨끗해야 굉장히 얇은 금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막을 올

연구자로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리는 과정에서 금막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

작품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작은 문제들 하나 때문에

는지를 고배율 광학 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그 표면에 사진

실험이 보통 1년 정도 지연된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이 묻어 있는 것도 있고 거친

지연이 되는 동안 저희는 피가 마르죠.

표면도 보이고 심지어 약간 깃털 모양으로 크레이터 같은 게
파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면에서 금막이 잘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실패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It was a bittersweet moment for me. I got to know why
the experiment didn’t go well, but had mixed feelings to
learn the cause. When we first saw the image, we were
like, “Is this the surface of Mars or fossilized cosmic
dust?” So when I saw that, I thought I would submit it to
Art in Science to make myself feel better.

작품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시원섭섭하다’겠죠. ‘이래서 실험이
안됐던 거구나’를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안 되는지를
깨달았으니까 조금 시원섭섭한 감정도 들었고. 사진을 처음
에 보자마자 했던 말이 무슨 화성 표면이냐, 먼지 화석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Art in
Science에 사진을 출품해서 마음의 위안을 하자 그런 생각
을 했죠.

What were the challenge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Our Center studies nuclear and particle phenomena. But
the problem we found has to do with physical properties
of solids, which is not our specialty. But since we know
that’s the problem, we have to study this area. Starting
The 5th IBS Art in Science

제출한 작품을 연구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원래는 핵이나 입자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단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고체의 물성에 관련된 분야죠. 저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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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In order to resemble the shining night sky, as the title suggests, the work is installed on the ceiling and the shining
lights are reflected on a mirror placed on the floor.

<별이 빛나는 밤>은 작품명처럼 천장에 작품을 설치해
빛나는 밤하늘을 표현하고, 바닥에 거울을 놓아 바닥에서도
빛이 나도록 연출하였다.

The 5th IBS Ar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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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 Night
ROH Jun Yeop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별이 빛나는 밤
노준엽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Vincent van Gogh once stated, “I don’t know anything with certainty, but seeing
the stars makes me dream.” One of the more iconic masterpieces of van Gogh
is his The Starry Night, complete with swirling swaths of stars circling various
elements of the night sky. When these DAPI, a blue-fluorescent DNA stain,
and green fluorescent protein -labeled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s were
imaged by confocal microscopy, the resulting image showed groups of “stars”
forming whirlpools against the contrastingly dark background—much like the
stars of the night sky.
푸른빛과 초록빛이 함께 헤엄치며 역동적으로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바라본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은 밤하늘의 별들이 물수제비처럼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약물에 대한 반응 및 독성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세포 스
크리닝 실험 과정 중 포착한 것이다. CHO세포(차이니즈 햄스터 난소 암세포)에
Vincent Van Gogh, The starry night
빈센트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

‘DAPI(푸른빛 형광)’과 ‘GFP(초록빛 형광)’을 발하게 한 후, 이 둘의 공존을 공초점
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고요한 격정’이라는 말처럼, 검은 바탕 위에서 형광을 발하

는 세포들의 모습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속 밝게 빛나는 별처럼 생동감 넘치고
아름답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던 시절, “별을 보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을 꿈꾸게
한다.”라고 했던 빈센트 반 고흐. 형광으로 빛나는 세포를 연구하며, 뇌질환 치료 약
물을 개발하여 인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Confocal laser microscope Confocal laser
microscope is a type of microscopy that
uses a laser along with particular optical
components to create high-resolution
images of materials stained with
fluorescent probes.
공초점 현미경 레이저와 컴퓨터를 광학현미경에 접
속시킨 것으로 세포, 조직, 세포소기관이나 분자에
초점을 맞춰 시료에서 발생한 형광, 반사광 및 투사
광을 화소(pixel) 단위의 이미지로 만드는 방식의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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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mpse of the Universe within a Plate

Plate 속의 우주

In addition to the photograph that the researcher initially submitted for the exhibition, several more photographs
that were not selected are displayed in a row within this dark space. These additional photos resemble the full moon,
sparkling galaxies, and a variety of other images seen in your imagination.
The 5th IBS Art in Science

28

연구원이 최종 제출한 1장의 사진 외에 B컷을 여러 장 받았다. 달의 모양이
변화하는 모습, 반짝이는 은하의 모습 등이 떠올랐다. 이에 어두운 공간에 작품을
연달아 배치하여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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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mpse of the Universe within a Plate
ROH Jun Yeop
Center for Synaptic Brain Dysfunctions

Plate 속의 우주
노준엽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When one looks up into the night sky, the glimpse into the vastness of the
universe is often limited to the confines of the circular view allowed by the
telescope’s lens. Remarkably, fluorescence-labeled cells grown in a circular plate
resembled such view, with the cells serving as the stars. How the smallest units of
life—cells—can look so much like the largest observable phenomena in the sky
seems paradoxical.
Green fluorescent protein-tagged membrane proteins overly expressing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s were grown on plates and their images were
captured by confocal microscope.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
꽃 1」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관점에 따라 작은 세
포 하나가 광활한 우주만큼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우주가 한없이 작게 보
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원형 배지에서 자란 형광 세포의 모습은 망원경
을 통해 관측한 별의 모습과 닮았다.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와 우주의 최소 단위
DAPI A fluorescent stain that binds to A
(adenine) - T (thymine) regions in DNA. It
is used in fluorescence microscopy for the
detection of chlorophyll, virus, DNA in a
chromosome, etc. When dyed with DAPI,
A-T rich regions fluoresce blue.
푸른빛 형광 DAPI는 DNA의 A(아데닌) : T(티민) 염
기쌍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형광 색소이다. DAPI
염색법은 형광현미경에서 DNA 검출 (엽록소, 바이
러스, 염색체 내 DNA 등)에 사용하고 있다. DAPI로
염색체를 염색하면 A : T 쌍의 많은 부분이 푸른 형
광으로 보인다.

인 별, 이들은 어떤 이유로 비슷해 보이는 것일까? 뇌질환 치료 약물 개발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인 세포 스크리닝 실험을 하다가 이 모습을 관찰하
게 되었다. CHO 세포(차이니즈 햄스터 난소 암세포)를 이용하여, 타깃 단백질을 발
현하는 세포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하는 실험이다. 모든 세포를 ‘DAPI(푸른빛 형광)’
으로 발하게 한 후, 타깃 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만 ‘GFP(초록빛 형광)’을 발하게 한
것을 공초점 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이다.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A protein
in the jellyfish Aequorea Victoria that
exhibits green fluorescence when exposed
to light. It is widely used in research to tag
proteins and study the dynamic changes
of cellular processes in living cells.
녹색 형광 단백질 해파리에서 발견된 단백질로 빛
을 비추면 강력한 녹색의 형광 빛이 발하게 된다.
추적하고자 하는 물질에 부착하면 움직임과 위치,
발현정도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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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ire in the Brain

뇌 위의 모닥불

In order to best showcase the research on the meninges, the three layers of tissue in between the skull and
the brain, the artwork is displayed in a space between two narrow walls. Three layers of images, just like the
meninges, are rendered one on top of another, to create the final image. By suspending them from the ceiling
so that they flutter with people’s movement, they resemble the dynamics in the brain.

두개골과 뇌 사이에 존재하는 뇌막을 다룬 작품이라 특별히
벽과 벽 사이 공간에 작품을 배치하였다. 세 층의 막으로
이루어진 뇌막처럼 여러 장의 이미지가 겹쳐졌을 때 하나의
작품이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흩날릴 수 있도록 하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The 5th IBS Ar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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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fire in the Brain
AHN Ji Hoon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뇌 위의 모닥불
안지훈
혈관 연구단

Meninges Three protective membranes
that cover the brain and spinal cord. They
are composed of three membrane layers
known as the dura mater, arachnoid
mater, and pia mater.
Skin

Aponeurosis
Periosteum
Bone
Meninges
Dura Mater
Arachnoid
Pia mater

The brain is a tightly regulated and protected organ. Scientist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the brain, but not much is known about the meninges—
the protective membranes that cover it. The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looked closely at these thin layers of tissue covering the brain using a genetically
engineered lymphatic reporter mouse model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and has recently discovered a waste disposal system of the brain—meningeal
lymphatic vessels and perivascular macrophages. The meningeal lymphatic
vessels, shown in green, constantly sprouts and regresses, while perivascular
macrophages, shown in orange red, keeps moving and surveilling the surface
of the brain to prevent pathogens from entering the brain. These dynamic
biological processes resemble a glowing bonfire with large flames and flying
sparks.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뇌’,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을 뿐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인 ‘뇌
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 얇은 막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최근

 막 뇌와 척수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 층의 막을
뇌
가리키는 용어이다. 뇌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뇌막은 경막(dura
mater), 거미막(arachnoid mater), 연막(pia mater)
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를 통해 뇌 노폐물이 뇌막의 대식세포들에 의해 청소되고, 뇌막 림프관을 통해
뇌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혈관 연구단은 쥐의 뇌막을 고해상도로 관찰하기 위해, 뇌막 림프관의 구조를 유지
한 상태에서 형광 염색을 하였다. 혈관은 초록색으로, 뇌막림프관과 대식세포는 붉

Lymphatic vessel Lymphatic vessels are
part of our body’s drainage network that
maintains fluid balance in the body and
defends the body against infections.

은색으로 표현하였다. 뇌는 머리뼈와 뇌막에 의해 보호되어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

림프관 림프는 혈액보다 영양소가 적고 노폐물이
많은 특성을 가진다. 림프가 흐르는 림프관은 우리
몸의 하수도라 불리며, 면역반응을 관장하고 우리
몸의 체액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균의 침입을 감시하고 있다.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의 모습은 우리 뇌를 건강하

Macrophages Perivascular macrophages
are types of white blood cells that kill
bacteria, remove cell debris, and act like
a cleaner that resides in the tissue of a
number of organs, including the brain.
대식세포 인체에 상주하는 청소부처럼, 침입한 세
균을 먹어서 소화하는 백혈구의 일종이다.

The 5th IBS Art in Science

한다. 그러나 뇌막에서는 대조적으로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림
프관은 힘차고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고, 대식세포들은 혈관 주위를 움직이며 병
게 유지하기 위해 뇌막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The IBS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first discovered that meningeal lymphatic vessels are found

to be the major route for impaired brain clearance, which provides further insights into the role of
brain clearance in the development of age-related neurodegenerative diseases. The findings were
published on 25 July 2019 in Nature .
IBS 혈관 연구단은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뇌 속의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는 주요경로를 세계 최초로 규명
하였다. (네이처,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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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Ji Hoon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What’s your research about?
Scientist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the brain. But
not much is known about the protective membranes
that cover it, called meninges. However,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and imaging
techniques, researchers have found out that the structure
surrounding the brai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brain function. And that’s what my research
is about.
Tell us about your artwork.
I was doing research about lymph vessels in the meninges,
called meningeal lymphatic vessels. If blood vessels are
waterworks in our body, lymph vessels are like sewers. It’s
interesting that while the brain is a huge organ that uses
a lot of energy and produces large amount of waste, it
doesn’t have those lymph vessels. That is, it doesn’t have
sewers. It was only recently that scientists discovered
that such lymph vessels exist in the meninges. To find
out the exact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meninges,
I developed an imaging method that captures a whole
mount meninges. Using this technique, I captured the
image of the meningeal lymphatic vessels sprouting.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Though I am not an artist, it looked artistically beautiful
to me. I also felt that the stimulation changes were very
intense. The brain has signals come and go by certain
stimuli, but not a lot of changes are happening in the
blood vessels and immune cells in the brain. But I could
The 5th IBS Art in Science

“I’m doing my research hoping
to contribute to treatments
for age-related brain diseases,
like dementia.”

안지훈
혈관 연구단

“뇌와 관련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치료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품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observe that the meninges show a lot of changes and
dynamics by certain stimuli or external substances. I
thought such dynamic processes was like a glowing
bonfire that is burning to protect the brain.
What were the challenge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When do you feel rewarded?
It was challenging to find out what a new life
phenomenon I discovered actually means and the
importance. Exploring the deeper significance of the
visible phenomenon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techniques, and studying what problems can arise when
it doesn’t function, I think it will be very rewarding when
I could complete this process.
What made you want to be a scientist?
I previously worked at a hospital and I was very curious as
a doctor at how all the textbook or common knowledge
we have were formed through a research process. Rather
than simply memorizing and explaining such knowledge,
I wanted to know the principles behind the phenomena
at the fundamental level. That’s how I became a scientist
and I’m content with my life.
What are your goals or dreams?
My goal is to help as many as people I can with the
knowledge I learn at IBS through experiments and
research process. I’m doing my research hoping to
contribute to treatments for age-related brain diseases,
like dementia.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신가요?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

모두가 뇌에 관해서 관심 있어 하지만 그 뇌를 감싸고 있는

인가요?

막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실

새로이 밝혀낸 생명 현상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험 기법과 영상 기법이 발달하면서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

는 건지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현상인지 아는 게 어려웠습

해서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

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깊은 그 현상의 의미를 탐

지고 있고, 저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실험기법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기능
이 안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연구를 해 나가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을 끝마쳤을 때 정말 큰 보람

뇌막에 존재하는 림프관, 즉 뇌막 림프관이라고 하는 구조

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우리 몸의 상수도라면
림프관은 우리 몸의 하수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게

과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도 뇌 자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많은 노폐물이 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는데, 의사로서 교과서나 우리가 흔

오는 거대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림프관이 없습니다. 즉 하

히 접하는 지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

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뇌를 감싸고 있는

서 지식이 쌓이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암기

뇌막에 림프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

하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뭔가 더 근원적이고 그 현

한 뇌막 림프관의 정확한 기능과 구조를 밝히기 위해 뇌막

상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과학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촬영하는 영상 기법을 개발하였

자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뇌막 림프관이 뻗어 나오는 이
미지를 촬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배운 실험이나 연구 과정들을 체득해

작품에 나온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은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의 눈으

나중에 뇌와 관련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치료에 일

로 보아도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감정은 자극의 변

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품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

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어떠한 자극에 의

습니다.

해서 전기 신호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자체의 혈관이나 면
역세포의 변화가 큰 기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뇌막은 어떠
한 자극이나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대단히 많은 변화와 역동
성을 보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 마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활 불타오르는 모닥불과 같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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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alaxy

녹색 은하

“The road that researchers take is arduous and rough but one day will be your time to
shine. The same is true with our lives.”
“길고 낯선 연구자의 길. 하지만 언젠가는 반짝이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인생처럼요.”

An unused storage area is turned into an exhibition
space with video projections showing the expression of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The dark and narrow
corridor behind the exhibition hall unfolds into a
green galaxy with the number of green fluorescent
dots increasing over time. Walking along these green
fluorescent lights conjures a path through a dark
galaxy, which is a metaphor for the arduous and rough
road that researchers take in their scientific journeys.

평소에 쓰지 않았던 전시관 창고복도를 활용하여 영상과
함께 전시하였다. 녹색형광물질이 발현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색 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관 뒤편 어둡고 긴 복도를 활용하여,
녹색은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어둡고 낯선
길에서 발현되는 녹색형광물질을 따라 걷는 모습이 마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모습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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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Galaxy
KIM Hyo Jin
Center for Biomolecular and Cellular Structure

녹색 은하
김효진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In modern times, the lights of cities fill the night sky, even at a late hour. Lights
from office windows, street lamps along roads, and flashing neon signs exhaust
and overwhelm our eyes. However, if you get a little off the beaten track, you
can meet the real owners of the night sky. You can’t see well with eyes that are
accustomed to bright city lights. But if you keep your eyes focused on the sky
for a while, you will see a beautiful starry night. This photograph is of a virusinfected insect cell containing green fluorescent DNA. After a long period of
time, the virus multiplies and more cells emit fluorescence, which resembles
a green galaxy in the night sky. This is an essential step to make proteins, but
researchers have nothing to do but wait during the process. The work can be
arduous and the hours long, but if you endure you can make good proteins.
These newly made proteins seem to say that if you close your eyes and take a
deep breath, even for a moment in the midst of your busy and laborious time,
one day it will be your time to shine like a glittering star.
언제나 바쁜 현대 사회는 늦은 시각에도 일터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채운다. 사무실
창밖으로 새어 나오는 형광등, 도로의 가로등, 번쩍이는 네온사인 간판들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힌다. 하지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빛에 숨었던 밤하늘의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 밝은 빛에 익숙해진 눈을 잠시 감아 정돈한 뒤 바라본 밤하늘엔
별들이 수줍게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생명과학자의 연구 순간도 쏟아질 것 같은 별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곤충 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는 실험 과정 중에 포착됐다. 녹색 형광물
질은 발현하고자 하는 유전자가 잘 주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다. 꽤 긴 시간이 지

나야 형광을 내보내는 세포들이 많아지고, 마침내 밤하늘에 펼쳐진 녹색 은하처럼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A protein
in the jellyfish Aequorea Victoria that
exhibits green fluorescence when exposed
to light. It is widely used in research to tag
proteins and study the dynamic changes
of cellular processes in living cells.

빼곡히 물든다. 이 시간 동안 연구자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인고
의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새로 태어난 단백질은 바쁘고 힘
든 와중에도 잠시 눈을 감고 기다리면 나타나는 별처럼 반짝이는 일들이 생길 것이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다.

녹색 형광 단백질 해파리에서 발견된 단백질로 빛
을 비추면 강력한 녹색의 형광 빛이 발하게 된다. 추
적하고자 하는 물질에 부착하면 움직임과 위치, 발
현 정도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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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yo Jin
Center for Biomolecular and Cellular Structure

Tell us about your research and artwork.
For desired protein expression, we injected DNA in an
insect cell to make viruses. To track the injected DNA
in the cell, we used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as
a selection marker. If the DNA injection is successful,
the cell will exhibit green fluorescence. Then we use the
viruses from the cell for the next protein purification
experiments. The image I submitted shows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quantity of the virus to obtain the amount
we need to develop the desired protein.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If I can see green fluoresce, that means that the
experiment is going well. But this doesn’t always happen.
After injecting DNA in an insect cell I waited about 3
days and repeated the process again. It takes a quite a
while but there’s not much I can do other than waiting.
To move on to the next step, I had to wait for the green
fluorescence to appear. So it makes me very excited when
I actually am able to see it.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the art?
I put several photos together to create the image I
submitted. I repeated this process of injecting DNA in a
cell and checking the green fluorescence. I took the virus
from the existing cell and injected it to another cell to
produce more viruses. I repeated this process with a 3 or
5-day interval. So in total it took two weeks to complete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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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ally wanted to dig deeper
into how a sentence from this
book was made and that’s how
I started my research.”

김효진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책에 나오는 한 줄의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When do you feel reward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 feel a little rewarded as my experiment gradually
moves to the next phase. I feel more rewarded when it
produces some results. Even for a simple experiment, I
first make a hypothesis before proceeding. I would make
hypotheses like “when this protein is purified, its size will
be this much” or “when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density will be this
and that.” I feel most rewarded when the result of an
experiment supports such hypotheses. I feel so rewarded
that it keeps me going as a scientist.
What are the challenges of being a scientist?
Let’s suppose I purify proteins today and make plans
to look at them with a microscope next week. I would
make a schedule by reserving a microscope and other
equipment. But if the size of the proteins turned out to
be not as I wanted, if they are destroyed or some other
unexpected things happen, the experiment itself becomes
an issue, and I have to deal with all the other subsequent
changes. This kind of situation frustrates me and gives
me a hard time.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연구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DNA를 넣어 곤충 세포로 하여

한 스텝, 한 스텝 실험을 진행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

금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넣어준 DNA가 그 곤

갈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

충 세포에 똑바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셀

습니다.

렉션 마커로 GFP라는 녹색 형광을 발산하는 단백질을 사용

더 큰 보람을 얻을 때는, 아무리 간단한 실험이라도 가설을

하는데 그 세포에 실제로 DNA가 잘 들어갔다면 녹색 형광

세운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가설과 어느 정도 들어

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곤충 세포에서 녹색 형광이 보인다면

맞는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단백질을 정제했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정제하는 실험을 추후에

을 때 이 사이즈의 단백질이 나올 것이다’ 하는 가설이라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작품은 그

가, 아니면 정제한 단백질을 현미경으로 찍었을 때 ‘이 정도

바이러스의 타이터를 조금씩 높이면서 원하는 단백질을 발

크기의 파티클이 나올 것이고 이 정도 농도로 이미지가 나

현시키려는 바이러스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올 것이다’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여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 보람을 느낍

작품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니다. 이런 크고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할

초록색 형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실험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러스의 곤충 세포에 DNA를 넣어

과학자로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주고 한 3일 정도를 기다리고 또 넣어 주고 또 3일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단백질을 정제해서 다음 주에 현미경을 찍

이런 식으로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어 봐야지 하고 현미경 예약을 해놓고 다른 장비들도 예약해

게 딱히 없거든요. 저게 제대로 돼야 다음 실험을 하니까 계

놓고 일정도 다 짜놨는데 갑자기 단백질이 원하는 사이즈에

속 초조하게 있다가 초록 형광이 보인다는 걸 확인을 하면

서 안 나왔다거나 이상하게 망가져 버렸다거나 하는 돌발 상

엄청 기뻐요.

황이 발생하면 그 실험 자체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일어날 일
들을 다 수정해야 하고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실망

작품 만드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을 많이 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제출한 작품은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붙인 사진이에요. 세포
의 DNA를 넣어 주고 거기서 녹색 형광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가져다가 다음 세포에 다시 넣어 주면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그사이의
간격이 3~5일 정도가 걸려, 그 작품을 만드는 데 걸린 총 시
간은 2주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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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ry Quantum
NAM Shin Jae
Center for Quantum Nanoscience

별이 빛나는 양자
남신재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Ant-Man The superhero in the movie AntMan wears a special suit which gives him
the ability to shrink down to the size of an
ant or enlarge at will.
앤트맨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는 특수 제작된
슈트를 이용해 몸을 개미처럼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 있다.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An instrument for imaging surfaces at
the atomic level. It works by scanning an
electrical probe tip over the surface of a
sample.
 사터널링현미경 뾰족한 탐침(tip)을 시료의 표면
주
에 접근시켜 탐침과 시료에 흐르는 전류의 비교를 통
해 원자 수준의 표면 이미지를 관측하는 장비이다.

Herringbone
헤링본 무늬

Scott Lang, the title character of the movie Ant-Man, turns off the regulator on
his suit to save his daughter. He then became smaller than the size of an atom
and entered the extreme microscopic world—the quantum realm. Unlike AntMan, we cannot see atoms directly. However, by using a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an atomic image can be obtained. In a microscopic world,
things cannot be easily explained by the same laws of the world we live in. A flatlooking smooth gold surface can actually turn out to be not so flat if viewed by
an STM. This picture is an STM image of a gold (111) surface which vanadyl
phthalocyanine (VOPc) molecules are deposited. At the surface, the gold atoms
change their arrangements and this results in a height difference. The Z-like
patterns (herringbone patterns) are made by the height difference of rearranged
gold atoms. The round shape particles are the deposited (vacuum evaporation)
VOPc molecules. Most of them are located on the elbow of the herringbone
pattern. These patterns show that there are rules in the atomic world as well.
The microscopic world still has a lot to study, presenting scientists with many
opportunities to push the limits of science and technology.
영화 <앤트맨>의 주인공 스캇 랭은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슈트의 리미터를 해제
한다. 그리고 그는 원자의 크기보다 작아져서 극한의 미시세계인 ‘양자 영역’에 들
어간다. 앤트맨과는 달리, 우리는 직접 원자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주사터널링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을 이용하면 원자 단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아주 작은 세계에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매끈해 보이는 금의 표면도 주사터널링현미경(STM)을 이용해 찍으면
평평하지 않다. 사진은 바나딜 프탈로시아닌(VOPc) 분자가 뿌려진 금(111) 표면의
STM 이미지이다. 표면에서 금 원자들은 배열이 바뀌고, 높이 차를 만든다. 사진에
Vacuum evaporation A commonly
used method for deposition. Metals
are evaporated in a vacuum and the
vacuum allows the vapor particles to
deposit directly onto the surface of other
materials.

서의 ‘Z’자형 무늬 (헤링본 무늬)는 금의 재배열에 의한 높이 차가 만들어낸 것이다.
동그란 입자들은 증착된 VOPc 분자들이다. 대부분 헤링본 무늬의 모서리에 위치한
다. 이처럼 원자 단위의 세계에서도 규칙이 존재한다. 직접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는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도 많다.
Credit

 착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증기로 만들고, 다
증
른 물체의 표면에 밀착시키는 실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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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Shin Jae
Center for Quantum Nanoscience

Tell us about your research and artwork.
The image was obtained by depositing vanadyl
phthalocyanine (VOPc) molecules on a clean gold
surface. The wave patterns in the image were created by
the rearrangement of gold atoms on that surface. The
round shape molecules prefer to be deposited on the
edges of the wave patterns.
Depending on deposition conditions, a single molecule
or a few layers can be deposited. The VOPc molecules
in the experiment can be deposited on the surface in
two different shapes. Depending on how the VOPc
molecules sit on the surface, their quantum states
will change accordingly. The image is part of research
studying the changing quantum states.
What does your art represent?
Molecules stick together or react with other materials in a
vacuum. The image captured the moment the molecules
accidentally assembled into something like an ant shape
at the edge. This reminded me of the flying ant that the
hero Ant-Man rides. Ant-Man has the ability to shrink
himself and control the quantum state.
His attempt to define and control the quantum state is
similar to our lab’s mission.

“The more I learn, the more
I can understand and see
things, and I found this
extraordinary.”

남신재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배우면 배울수록 사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보이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needs to be chilled. Also, to get a clean image, you have
to make sure that no noise gets in the circuit.
There are so many other variables, so obtaining one image
takes a long preparation period. If anything goes wrong
in the middle, you have to restart from the beginning. So
it was difficult to be vigilant at every moment.
When do you feel rewarded as a scientist?
People used to find physics difficult but I think it’s
becoming popular again. I’ve seen this trend in some
recent movies about quantum mechanics and popular
science physics books appearing on best-selling book
lists. Whenever non-physics majors or friends earnestly
ask me about physics, I feel rewarded if I explain it well.
What made you want to be a scientist?
The more I learn, the more I can understand and see
things, and I found this extraordinary. I want to continue
my research studying things at the deepest level and that’s
why I chose to be a scientist.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단계부터 다시 반복해야 하므로 매 순간 긴장하고 있어야 하

작품은 세정시킨 금 결정 위에 분자 VOPc를 증착시켜서 얻

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물결무늬는 금 표면에
재배열로 인해 생긴 무늬입니다. 공처럼 붙어있는 분자들은

과학자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 무늬의 가장자리에 증착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중에게 어렵게만 인식되었던 물리가 요즘은 다시 대중화

증착 조건에 따라 분자 하나 단위 혹은 몇 개의 층으로 증착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을 주제로 다룬

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 연구한 VOPc 분자는

영화도 상영되었고 물리 관련 교양도서들도 베스트셀러에

표면 위에 두 가지 모양으로 증착될 수 있습니다. VOPc 분

오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

자가 표면 위에 앉아있는 모양에 따라서 분자의 양자 상태도

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저에게 물어볼 때 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작품에서의 이미지는 달라질 양자 상태에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보람찹니다.

대해서 연구하던 중 얻어진 이미지입니다.
과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배우면 배울수록 사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보이

분자들은 서로 뭉쳐지거나 진공 속의 다른 물질들과 반응하

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계

기도 합니다. 이미지의 가장자리에서 분자들은 우연히 개미

속하면서 더욱 깊은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과학자

모양으로 결집하여 찍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히어로 앤트

로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맨이 타고 다니던 개미가 연상 되었습니다. 앤트맨은 양자
단위로 작아져서 양자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자 상태를 정의하고 제어하려는 것이 저희 연구
실의 의도와 닮아서 의미를 두었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원자 단위의 물질들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매우 많은데요. 예를 들어 깨끗한 샘플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챔버 안을 고진공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What were the challenge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re are many conditions to consider for atomic-level
imaging of materials. For example, to keep the sample
clean, you have to keep the chamber in a high vacuum.
Then, to keep molecules in a stable state, the system
The 5th IBS Art in Science

후에는 분자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냉각시
켜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회로에 잡음
이 섞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로 얻는 데에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하나의 조건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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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Zero
Philip WILLKE
Center for Quantum Nanoscience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환자
필립 윌케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The patient is long gone. It demised shortly after the experiment. What you see
are four MRI scans, the last images ever taken of it. Was it sick? No. We just
took these scans out of curiosity. Cruel? Not at all. No humans or animals were
harmed in the making of these images. You are witnessing here the smallest MRI
ever taken, displaying a single titanium atom. The image size is almost beyond
human imagination, merely a billionth of a meter. The wave-like feature, gently
slosh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reflects the inside of the atom. It reveals the
atoms’magnetic field at different strengths. Thus, patient zero has not died in
vain, but shared his most intimate secrets, guiding us to better understand 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of nature.
오래 전, 이 촬영을 마치자마자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4개의 MRI 사진이 그의 마지
막 모습이다. 환자가 위독했을까? 아니다. 사진은 단지 호기심으로 찍은 것이다. 잔
인하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진 촬영으로 인해 다친 생명은 없다. 환자가 바로
티타늄 원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껏 아무도 선보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MRI를 보고 있다. 이 사
진은 약 수억 분의 1m 크기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세상을 담고 있다. 이쪽에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s a
medical imaging technique that measures
the response of the hydrogen nuclei of
body tissues to high-frequency radio
waves when placed in a strong magnetic
field. The result produces images of the
anatomy and the physiological processes
of the body.

서 저쪽으로 살포시 춤추는 물결 모양은 원자의 속살이다. 원자는 자기장과 스핀 차
이에 따라 달라지는 고유진동수를 드러냈다. 원자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해하는 데 일조했다.

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 촬영 장치에 관측 대상을
넣고 고주파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대상의 수소 원자
핵이 공명한다. 이때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
고 컴퓨터를 통해 영상화시켜 우리가 보는 자기공명
영상이 된다.

Spin An intrinsic form of angular momentum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particle
movement.
스핀 입자의 운동과 무관한 고유한 각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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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BS Center for Quantum Nanoscience developed a technique to visualize the magnetic field of

single atoms in collaboration with IBM. The findings were published on 2 July 2019 in Nature Physics.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이 미국 IBM과 공동연구하여 원자 한 개의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기술을 개
발했다. (네이처 피직스,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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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WILLKE
Center for Quantum Nanoscience

Tell us about your artwork and research.
The image that I submitted is a picture of the magnetic
field of a single titanium atom. It’s technically the smallest
magnetic resonance image ever taken. This is because we
used a special technique, electron spin resonance that
is similar form of nuclear spin resonance, is also used in
a hospital MRI in order to make images of the human
body. In the human body, it is conventional, billions
and billions of hydrogen nuclear spins that are imaged.
And in this case we took an image on the scale of a single
atom, of the magnetic field of this atom, following the
same principles of an MRI.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When we took the first MRI image of an atom, we did
not understand it. It took us a month to understand this.
Then half a year later, we started taking not one but many,
many, many, many different images of these atoms, over
and over again, and they were all very beautiful, so that
filled my heart with joy. It’s similar in that an MRI takes
not one slice of a human body, but it takes many, and we
did that as well. One image took roughly 7 minutes, but
taking in whole MRI scan took us sometimes the whole
night. It was a pleasure to stay there and see each new
image coming in one at a time.

“I’m just very curious, and
that is giving me the joy to
be a scientist. Curiosity.”

필립 윌케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저는 호기심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과학자의 즐거움은
바로 호기심이죠.”

to have this experiment, is at very controlled conditions,
at almost absolute zero at 1 Kelvin and in ultra-high
vacuum. We can only hold these conditions for a certain
time, usually half a year at most. After this time, we take
the sample out and put in a new sample in. Then the
sample gets hot. Then our atom starts to move and goes
somewhere else. This is where the titanium atom is now.
It’s somewhere else.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during the
research process?
The most difficult part is that this signal is very small. So
that is why we had to take so many images or for so long
time. This is why one frame took 7 minutes and if you
do many frames, it takes a whole night. So in order to
optimize these settings, that was the hard part.
When do you feel proud to be a scientist?
In this particular case of the world's smallest MRI that
got a lot of news coverage, people got excited that we
could actually take an MRI of a single atom just like in
the hospital. That of course makes you dream of what
we can potentially do in the future. Being part of this
research really made me proud.

어떠한 연구를 통해 얻은 이미지인지 설명해주세요.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

제가 제출한 이미지는 하나의 티타늄 원자의 자기장입니다.

로 최대 반년 정도입니다. 반년이 지난 후, 시료를 꺼내고 새

엄밀히 말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공명영상(Magnetic

로운 시료를 넣게 됩니다. 꺼내면 시료는 뜨거워지죠. 그러

Resonance Imaging, MRI) 중 가장 세밀한 MRI입니다. 이

면 우리가 측정한 원자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갑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인

니다. 우리 티타늄 원자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다른 곳에

데요, 전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입니다. 병원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 인체 MRI를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스핀 공명과 비
슷한 개념입니다. 인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

연구를 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십억 개의 수소 핵스핀을 영상화합니다. 우리는 MRI와 동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호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

한 원리를 원자 단위 수준에 적용하여 원자 한 개의 자기장

문에 상당히 많은 영상을 오랫동안 촬영해야 했습니다. 그렇

을 영상화하였습니다.

기 때문에 하나의 커트에 7분이 걸렸고, 여러 커트를 촬영하
려면 밤새 진행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설정을 최적화하는

작품에 나온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원자 하나의 MRI를 촬영했을 때는 촬영된 영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반

과학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년 후에, 원자들의 영상을 찍기 시작하였는데, 하나의 영상

이번 연구는 특히 세상에서 가장 세밀한 MRI로 상당히 많이

이 아니라 개별 원자에 수없이 많은 커트를 반복적으로 촬영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 병원에

하였습니다. 영상들이 아주 아름다웠기에, 개인적으로 아주

서 하는 것과 같은 MRI 촬영이 원자 단위로 가능하다는 사

흡족했습니다. 실제 MRI를 찍을 때도 인체를 한번 촬영하는

실에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래에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커트를 찍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였습니

수 있는 일을 꿈꾸게 합니다. 이번 연구의 일원으로서 이런

다. 하나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는 약 7분이 걸리지만, 전체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MRI 스캔을 진행하려면 어떤 경우 밤새도록 해야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새로운 영상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즐
거운 일이었습니다.
측정 후 티타늄이 날아갔다고 했는데, 전체 단면을 촬영할

I heard titanium flew away after measurements, but
you needed several images. Did it stay until you took
the whole cross-sections? Why was that?
The atom, we had on the surface. The surface, in order
The 5th IBS Art in Science

때까지 있었다가 사라진 것인가요? 왜 없어진 것인가요?
우리가 측정한 원자는 시료 표면에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
행하기 위해서 시료 표면은 극도로 제어된 조건, 즉 거의 절
대 0도의 극저온, 초고진공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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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scale Stained Glass
GYE Gyeong Cheol
Center for Artificial Low Dimensional
Electronic Systems

원자 스케일의 스테인드글라스
계경철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Charge density wave The term phase
transition is used to describe the transition
of one state of matter to another, just as
in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A phase transi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condensed matter physics
such as superconductivity. One of the
important phase transition phenomena is
a charge density wave (CDW) which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study for many
researchers.
The existence of CDW was first predicted
by German-born physicist Rudolf Peierls.
In general, atoms and electrons in solids
are arranged in a regular pattern called
a lattice structure, but materials with
a strong electron-phonon interaction
results in a distorted lattice at a certain
temperature. The periodic distortion of
the lattice accompanies the CDW and the
electrons within the CDW form a standing
wave pattern.

A charge density wave (CDW) is a phenomenon which atoms and electrons
undergo a phase transition at low temperatures with new periodic structures
different from those at high temperatures. This image shows two different
CDW structures on the surface of niobium diselenide (NbSe2) taken by a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The two charge density wave structures
are distinguished into colored and uncolored areas with different colors
indicating a difference in their location. The colorful areas of a charge density
wave bring to mind stained glass in cathedrals.
원자와 전자가 저온에서 새로운 주기의 구조로 상변이 한 상태를 전하밀도파(charge
density waves)라고 한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전하밀도파 구조가 나타나는

특이한 물질인 나이오븀 다이셀레나이드(NbSe2) 표면을 주사터널링현미경으로 관
찰한 사진이다. 두 가지 전하밀도파 구조는 색칠한 영역과 색칠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됐다. 위치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된 형형색색의 전하밀도파 영역이 대성당
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킨다.

전하밀도파 섭씨 0도에서 물이 어는 것과 같이 물
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상전
이’라고 한다. 상전이 현상은 초전도체 등 여러 응집
물리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전하밀도
파는 중요한 상전이 현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다수
의 연구자가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전하밀도파는 1930년대에 독일 태생 이론 물리학
자 루돌프 파이얼스(Rudolf Peierls)가 처음으로 예
측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에서는 원자와
전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배열된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전자와 음향양자(phonon) 간의 상호작용이
강한 물질은 특정한 온도에서 이 격자 구조가 기존
의 주기와 다른 주기로 변화한다. 전하를 띠는 전자
가 새로운 주기의 파동으로 변한다고 해서 이를 전
하밀도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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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zed Octahedra
Yaroslav SOBOLEV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정팔면체의 지문
야로스와브 소볼레브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When jammed together, identical objects with symmetric shapes may selfassemble into formations that preserve order over large distances. The look
of these packings is a fingerprint of the geometric shape of the underlying
object, and simple objects can form intricate packings. Understanding the
rules governing the outcomes of such self-assembly is important for designing
structures that spontaneously self-build from basic blocks. In this photo, you
can see how octahedral (eight-sided polyhedron with equal equilateral triangles
as faces) that I have randomly thrown into a glass dish for storage, have—after
a few accidental shakes—formed an ordered packing. This pattern of triangles
is a known packing for octahedra on a flat surface, so it’s not anything new or
unexpected, but I was still surprised how quickly this pattern formed with no
guidance on my part whatsoever.
크기가 같은 정팔면체 오브젝트들이 모여 질서를 이루고 있다. 대칭형 물체들은 적
당한 환경에 처하면 스스로 모여 질서를 만들고 의미 있는 고차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자기 조립이라 하며 물체의 모양에 따라 고유한 패턴이 형성된다.
따라서 작품 속 패턴은 정팔면체의 ‘기하적 지문’이라 할 수 있다. 자기조립의 기초
적인 규칙은 DNA나 세포막처럼 자연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구조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NA의 경우 염기 (A-T, G-C)가 서로 쌍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나선
형 구조를 형성한다.
사진은 유리 접시에 무작위로 던진 정팔면체들의 모습이다. 평평한 표면 위에서 팔
면체들이 이런 패턴을 그리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런 유도 없이 빠르게 패턴
이 형성되는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이다.
DNA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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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 Flame
Yaroslav SOBOLEV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불꽃 알갱이
야로스와브 소볼레브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It’s hard to believe, but there are no liquids involved in what you see here. These
are plastic balls only among air, with green balls smaller than red ones. Balls are
inside a glass flask that is being vertically shaken, and one video frame is taken
every few shakes. When balls rub against each other, they become electrically
charged, repel each other and climb up the transparent glass wall. As a result,
their motion starts to resemble convection or a flame. This is an interesting
example of the intricate collective behaviors than are possible in simple granular
systems, including here in a mix of two sizes of balls in a glass container.
Convection Transfer of heat as a substance
moves in a gas or liquid.
 류 현상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하면서 열
대
을 전달하는 현상이다.

색색의 알갱이들이 물결처럼 일렁이며 어우러진다. 놀랍게도 이 상자에는 액체가
단 한 방울도 들어 있지 않다. 영상 속 역동적인 물결은 녹색 플라스틱 공과 그보다
큰 빨간색 플라스틱 공, 그리고 공기의 혼합물이다.
이 작품은 공이 든 유리 플라스크를 1초 동안 수직으로 10번 흔든 후 사진 찍기를

Granular materials A granular material
is a collection of solid particles or grains.
The term “granola” is most likely related
to “granular” and there are many products
in granule form, including various modern
building materials, chemicals, medicines
and foods. These tiny grains have complex
energy interactions, supporting each
other with friction. For example, sand
can be shap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ainer it is in, and hardened or
collapsed depending on how much water is
mixed. Vibration of granular materials also
form a pattern by themselves. Interesting
properties that are yet to be solved are
stimulating the curiosity of physicists.
 립시스템 과립(그래눌라)시스템은 많은 고체의
과
응집을 말한다. 시리얼 그래눌라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으며, 현대의 다양한 건축 자재, 화학 물질, 의
약품 및 식품을 비롯한 많은 제품이 과립 형태로 존
재한다. 이 작은 알갱이들은 마찰력으로 서로를 지
탱하면서 복잡한 에너지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
어 모래의 경우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물을 얼마나 섞는지에 따라 단단해지기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또 과립 물질에 진동을 가하
면 자발적으로 패턴을 형성한다. 아직 풀리지 않은
흥미로운 특성들이 물리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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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 이어 붙인 것이다. 공들은 서로 마찰하면서 정전기를 일으키고, 서로 밀어내
면서 투명한 유리벽을 오른다. 결과적으로 빨간 공의 운동은 대류현상이나 일렁이
는 불꽃 모양과 유사해진다. 이는 간단한 과립시스템에서는 흔치 않은, 복잡한 집단
행동의 흥미로운 예다.

Credit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This is the glass flask that was used in creating the artwork.
실제 작품에 사용된 유리플라스크이다.

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작품 영상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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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ctive Mixing
Yaroslav SOBOLEV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대류 혼합
야로스와브 소볼레브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Mixing of liquids, essential for many chemical reactions, is notoriously hard to
do in tiny flasks when you only have a little bit of each liquid for your reaction.
Mixing even plain water with dye in a sub-millimeter container is as difficult
as mixing different kinds of thick honey in a one-liter bottle. Here we show
that heating by a laser can facilitate mixing of two droplets of water (one of
them dyed orange, another containing acid) connected into a single dumbbellshaped droplet that is made possible by a special “nano-soap” we developed.
Nanoparticles of this “soap”, coating the droplet in a greenish ultrathin layer,
strongly absorb light from a laser (pointed at a spot in the lower left corner),
heating the water inside and making it swirl like in a teapot. As the contents
inside mix, acid from the right part makes the orange dye from the left part
become violet and less vivid.
액체 혼합은 많은 화학 실험에서 꼭 필요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액체를 섞는 실험
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1mm보다 작은 용기에서는 물에 색소를 섞는 것조차 매
우 까다로운 일이다. 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의 과학자들이 고안해 낸 특별한 나
Micrometer (μm) 1 μm is equal to one
millionth of a meter or one hundredth of
the thickness of a human hair.
마이크로미터(μm) 마이크로미터는 1백만 분의 1m
에 해당하는 길이로, 1μm는 머리카락 굵기의 1/100
과 같다.

노 입자는 이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한다.
‘비누 나노 입자’ 막으로 코팅된 지름 1mm 물방울 두 개가 눈사람 모양으로 연결되
어 있다. 각각 왼쪽은 주황색 염료가 든 물방울, 오른쪽은 투명한 산이 든 물방울이
다. 이 작품은 오른쪽 물방울을 둘러싼 녹색의 얇은 나노 비누 입자 막에 레이저를
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나노 입자가 빛을 강하게 흡수하면서 내부의 물은 가
열되고, 소용돌이친다. 아주 적은 양의 내용물 전체가 섞이면서 주황색 염료가 산과
반응해 아름다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다.

1. Two droplets coated with nanosurfactants are connected
together.

2. The nanosurfactants coated droplets are hit with a laser
(red arrows) which mixes the droplets.

1. '비누 나노 입자' 막으로 코팅된 물방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2. 나노비누 입자막에 레이저(빨간색 화살표)를 쏘면, 내용물이 섞이기
시작한다.

3. Liquids in the droplets are mixed and shown in purple.
3. 액체가 섞여 보라색으로 변했다.

The IBS Center for Soft and Living Matter first developed a surfactant based on nanoparticle dimers,

계면활성제 화장품, 비누, 세제, 샴푸, 치약 등 생활
용품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한 분자 안에 물에
잘 붙는 부분과 기름에 잘 붙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
다. 분자의 양 끝이 각각 물과 기름에 붙으면서, 자연
스럽게 둘을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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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responsive to multiple stimuli. The nanosurfactant combines several characteristics of each
‘active’ molecular surfactant which allows a tremendous flexibility whereby liquid droplets can be
manipulated. This discovery can apply to pharmaceutical and chemical research, including diseases
diagnosis and new drug development. The findings were published on 11 January 2018 in Nature.
IBS 첨단연성물질 연구단은 다양한 자극으로 액체방울을 조종할 수 있는 나노입자 계면활성제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였다.
액체방울을 조절하는 기술은 제약, 화학 연구 전반에 사용되어 질병 진단, 신약 개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네이처,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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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the QR code
to watch the video.
QR코드 접속해 작품 영상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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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noscale Vegetable Garden:

A Strange Co-existence of Radishes and Cabbages

OH Eun Seok
Center for Artificial Low Dimensional
Electronic Systems

나노세계의 채소밭 (부제: 무와 배추의 기묘한 공존)
오은석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Charge density wave The term phase
transition is used to describe the transition
of one state of matter to another, just as
in water freezes at 0 degrees Celsius.
A phase transi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condensed matter physics
such as superconductivity. One of the
important phase transition phenomena is
a charge density wave (CDW) which has
long been the subject of study for many
researchers.
 하밀도파 섭씨 0도에서 물이 어는 것과 같이 물
전
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상전
이’라고 한다. 상전이 현상은 초전도체 등 여러 응집
물리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전하밀도
파는 중요한 상전이 현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다수
의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Atom An atom is the basic unit of matter.

Periodic green peaks appearing on the curved red ground remind us of fresh
growing vegetables at regular intervals in a field. Among the vegetables, when
you look closely, it is easy to figure out that the shapes between the left and right
areas are different. In the upper left area, single green peaks appear periodically,
as if the radishes are with their leaves growing up. On the other hand, triple
green peaks appear in the lower right area, as if the cabbages are with their leaves
spreading out. These two kinds of vegetables coexist in the field and their area is
divided by an interfacial line in the middle. This image was taken by a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at cryogenic temperatures of -269 degrees Celsius (4 K),
which shows the surface atomic structure of NbSe2 crystals in a charge density
wave state. Peaks of various heights on the surface indicate Se atoms, and the
green peaks with a specific period are due to the deformation of the atomic
structure by a charge density wave. The coexistence of the two types of structures
(the left radish area and the right cabbage area) of the charge density wave,
which are energetically competing,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cause of
incommensuration of charge density wave of NbSe2 which has been unresolved
for decades.
굴곡진 붉은 바닥 위에 주기적으로 보이는 초록색 봉우리들이 일정한 고랑이 있는
채소밭을 닮았다. 이는 –269℃에서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나이오븀 다이셀레나이
드(NbSe2) 표면 사진이다. 크고 작은 봉우리들은 셀레늄(Se) 원자로, 극저온에서 전
하밀도파라는 구조적 변형을 겪어 주기적으로 채소가 자라난 모양이 되었다. 큰 초

록 봉우리가 무청처럼 한 개씩 솟은 왼쪽 위 영역과 달리 오른쪽 아래 영역은 초록
봉우리 3개가 잎이 넓은 배추를 연상시킨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나이오븀 다이셀레나이드(NbSe2)의 표면 주기가 완벽히 맞
지 않고 어딘가에서 주기가 깨짐을 관찰해 왔는데, 이 사진을 통해 무와 배추 두 가
지 전하밀도파 형태가 공존함을 원자 수준에서 밝혔다.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누운
자세를 선호하는 것처럼 물질도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구조를 취한다. 대부분 물질
에서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구조는 한 가지 형태지만 이 경우 두 가지 형태가 공존
Credit

해 눈길을 끈다.

Center for Artificial Low Dimensional Electronic Systems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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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y of Clarity
HAN Dong Woo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한 줄기 뚜렷함
한동우
혈관 연구단

Lungs are essential respiratory organs for all living beings. They have a complex
network of alveoli, vessels, and lymphatics. This work shows a photograph of
a cleared mouse lung sample captured using an optical microscope. In order
to observe the tissue completely intact—not sliced in any way, we used a
technique called CLARITY that renders tissues transparent. We also stained
CD31, a protein abundant in endothelial cells, to capture a complex network
of blood vessels in lungs. However, because of the thickness of whole mounted
lung tissue, the microscope brings only a certain spot into focus, much like a
single ray of light. This ray of clarity resembles science as science is a process of
investigation to find clear answers from amongst obscurity.
모든 생물은 숨을 쉬며 살아간다. 폐는 ‘숨을 쉬는 것’, 즉 호흡에 필수적인 장기이
며, 생체 내 기체 순환을 위한 복잡한 그물망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
을 이용해 조직을 관찰할 때는 ‘얇게’ 자른 후 슬라이드 위에 올려 관찰한다. ‘얇게’
자르는 이유는 빛을 조직 사이로 잘 투과시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 작품은 쥐의 폐 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바라본 사진이다. 탈수와 지방 제거에 용
이한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조직을 투명하게 만드는 ‘투명화 과정’을 거쳤기에, 조직
을 얇게 자르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폐의 혈관 내피세포 간
결합에 관여하는 CD31 단백질을 염색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혈관 그물망도 확인했
다. 다만 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현미경의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 한 줄기만 뚜렷
하게 보인다. 이는 모호함 속에서 명확함을 찾아가는 ‘과학’의 모습과 닮아있다.

CD31 Different cell types can be identified
by the proteins they produce. Platelet
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PECAM-1), also known as cluster of
differentiation 31 (CD31), is abundant in
endothelial cells.
 D31 단백질 세포 속 특정 단백질 존재 여부로 세
C
포종류를 파악한다. CD31 단백질은 주로 혈관 세
포에 많이 존재하므로, 이 단백질이 있으면 혈관
세포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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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tion of Affection
PARK Se Jin
Center for RNA Research

감정의 분화
박세진
RNA 연구단

New books are published every day, constantly changing the new release section
in bookstores. A majority of them are books on human emotions, especially
popular are publications on love and relationships for readers desperately
seeking some helpful advice. Nonetheless, we will never fully know how
affection works between people, how these feelings start, why they change,
and where they will end up when everything is said and done. A heart shape
cell block in the photograph was captured by chance in the course of a gene
expression experiment for neural stem cell differentiation. The experiment itself
was actually a failure as the result was not as expected but it left this interesting
heart shape image of a cell block with what looks like twigs extending in all
directions. It looks similar to the affection we have for someone—that feeling of
emotion that keeps changing and spreading out naturally like water flowing. The
cell-cell interactions observed through a microscope and the change of human
emotions have something in common—both are unpredictable.
서점에 가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간 도서들을 볼 수 있다. 많은 인문학 서적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감정’에 관한 책들이다. 그중에서도 ‘호감
과 애정’을 주제로 다룬 책들은 단연 인기가 높다. 작가들은 어제와 오늘에 이어 내
일도 끝없이 ‘사람의 감정’에 대한 더 나은 분석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감
정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고, 어떤 방향으로 분화되어, 어디로 종착할까?
사진 속 하트모양 세포 군집은 신경줄기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켜 분화를 유도
하는 실험을 진행하다가 우연히 관찰된 것이다.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달랐기에 실험
Neural stem cells Neural stem cells are
self-renewing cells that can differentiate
into several types of neurons.
신경줄기세포 자기재생능력이 있는 세포로 여러 가
지 종류의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이다.

자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신 신기한 경험을 한 셈이다. 관찰된 세포 군집의
모습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잔가지를 가진 하트 모양이었다. 이 모습은 마치 물 흐
르듯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퍼져나가는 ‘감정’과 비슷해 보인다. 현미경 너머로 관찰
한 세포의 상호작용과 우리의 감정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Cellular differentiation Cellular differentiation
is the process in which a cell changes from
one cell type to another.
Credit

분화 어떤 세포가 다른 특징을 가진 세포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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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e Jin
Center for RNA Research

Tell us about your research and artwork.
My research focuse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of nanoscale microparticles. The image was part of an
experiment I did to test whether nanoparticles can
induce stem cell differentiation.

“I’m very grateful that I get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Art in
Science. The data that I had to
throw away turned into a curious
and interesting artwork that can
provoke emotions in viewers.”

박세진
RNA 연구단

“아트 인 사이언스에 참여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제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가 예쁘다, 신기하다 등의
감정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된 거잖아요.”

What are the challenges of being a researcher?
Research activities are basically long-term projects that
take years. In fact, there’s no guarantee that the results
of those years will come out positively or as I expected.
Like many other researchers, I actually feel most stressful
when faced with this reality.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Unlike other cells, stem cells can develop into many
different types of cells depending on their environment.
So it can be very tricky to control them.
The stem cells used in my experiment didn’t come out as
I expected. Instead, it left an unexpected and fortuitous
heart shape image. And it’s not even a normal heart
shape; it is a heart stretching itself in all directions.
When we think of something or someone, we don’t just
have a single emotion towards it. If a single emotion
arises, it constantly changes to a different emotion; just
like stem cell differentiation.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연구자들 앞에서 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다양한 생명공학에 응용하는

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연구하면서 가장 신나는 부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나노입자를 기반으로 신경

이기도 해요.

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과정
에서 얻은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 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

작품에 나온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트에요. 더군다나 사실은 그 몇 년간의 결과가 반드시 제가

다른 세포들과 다르게 줄기세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

기대하는 대로 또는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거라는 보장은 없

라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가 정말 크고 다양하거든요. 그

거든요. 많은 연구자가 그렇듯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가장

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가 정말 까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로워요.
사실 저 실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예쁜 하트 모양을 발견했죠. 근데 그것도 아주 평범
하고 맨들맨들한 하트가 아니라 활발하게 주변으로 마구마
구 뻗어나가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해
서 하나의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게 다른 감정으로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When do you feel rewarded as a scientist?
Out of all academic activities, the best part is when my
research gets published. The next is when I present my
research in a conference.
It’s nice to be able to interact with other researchers and
talk about my research. The research sort of becomes an
identity for me to introduce myself to other researchers.
And that’s actually the most exciting part of our research.

분화죠.
과학자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특히 저 같은 예비 연구자 입장에서는 학술 활동 중에서
도 가장 최고는 역시 논문으로 게재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학술대회에 참여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
나의 연구주제를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다른 연구자들 하
고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아요. 연구 자체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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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of Dionysus

디오니소스의 폐

In order to create a sense of a festival vibe, the artwork was displayed throughout the whole side wall of the
exhibition hall. When you look at the work from a distance, it just looks like a bunch of neon colored grapes,
but if you read the description up close, you will be surprised to know that it is an image from within the
lungs of a mouse embryo.

축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전시관 한 벽면에 작품으로 가득
채웠다. 멀리서 보면 화려한 네온 색상을 가진 큰 포도송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와 설명을 읽으면 아주 작은 쥐 배아의 폐를
관찰한 이미지라 작품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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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 of Dionysus
KANG Seok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디오니소스의 폐
강석
혈관 연구단

Dionysus
디오니소스

Dionysus, also known as Bacchus in Roman mythology, is the ancient Greek
god of wine, fertility, productivity, and grape-harvest. Grapes symbolize life
and abundance due to the plant’s strong vitality and many clusters of grapes
on a single vine. An interesting resemblance to grapes can be seen in the
most important organ for respiration; lungs, which allow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cesses of life maintenance. Within the lungs are pulmonary
alveoli which are small hollow air sacs where O2 and CO2 exchange occurs.
An alveolus is located at the distal end of the airway and a cluster of alveolus,
called alveoli, has an undeniable resemblance to a bunch of grapes. The
image was captured using confocal microscopy after staining the vessel of a
developing embryonic lung on embryonic day 12.5. The image was deformed
by exaggerating the individual alveoli to more look like grapes. By coloring the
image with eye catching neon colors, this image expresses the fest of Dionysus.
바쿠스 또는 바카스라고도 불리는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포도주
와 더불어 풍요, 다산, 축제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는 하나의 가지에서 많은 열
매를 맺기에 예부터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필수적인 생명 활동 중
하나인 ‘호흡’에 관여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폐이다. 폐는 ‘포도송이를 닮은 주
머니 모양의 구조’인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 폐포 세포와 혈관내피세포 사이에서 산
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호흡의 핵심이다.
폐에서 혈관이 만들어질 때 주변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정 후 12일

[The adolescent Bacchus, caravaggio)_1598
[젊은 바쿠스, 카라바조 작]_ 1598

된 정상 생쥐 배아의 폐에서 혈관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CD31 단백질을 염색한
후, 염색된 혈관을 공초점 형광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폐포를 과장되게 재구

Confocal laser microscope Confocal
laser microscope is a type of microscopy
that uses a laser along with particular
optical components to create highresolution images of materials stained with
fluorescent probes.

성하여 풍성한 포도 이미지를 얻고, 축제 불빛으로 주로 사용되는 4종류의 네온 색
상을 입혀 축제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연상되도록 하였다.

공초점 현미경 레이저와 컴퓨터를 광학현미경에 접
속시킨 것으로 세포, 조직, 세포소기관이나 분자에
초점을 맞춰 시료에서 발생한 형광, 반사광 및 투사
광을 화소(pixel) 단위의 이미지로 만드는 방식의 현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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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Seok
Center for Vascular Research

What’s your research about?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growth of blood vessels. We are looking at the
roles o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s in various other
formation processes. My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it
plays in heart valves.
Tell us about your artwork.
The first step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a gene is to
observe its expression. I observed various body organs
of a mouse embryo at 12.5 days after fertilization using
a fluorescence microscope. After staining the blood
vessels and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of the embryo
I was able to observe the image in the artwork from the
lobes of the lungs. The air we breathe in passes through
the bronchial tubes in the lungs. Within the lungs, you
will see the tiny hollow sacs called alveoli. The alveoli are
surrounded by tiny blood vessels, and it’s where oxygen
and carbon dioxide are swapped in and out of blood. The
tiny blood vessels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alveoli. The stained blood vessels of the embryonic lungs
created this round image of the vessels surrounding the
alveoli.

“I feel most rewarded when I discover
something new. When you find something
new from among existing research or
theories, you can build a new hypothesis.
Trying out a new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can lead to new knowledge.”

a fluorescence microscope and colored with intense neon
colors to evoke a pop art feel. Through this colorful and
rich image, I wanted to express the metaphor of Dionysus
in modernistic style.
What were the challenge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An early stage mouse embryo is very small. Its lungs
are even smaller at that time. So it was very hard to get
the whole image of that small part of the lungs without
damaging and sectioning. I almost gave up because the
lungs weren’t actually the main interest for my research.
But I was able to stain the lungs using the leftover reagent
for other organs and it ended up created this artistic
image by chance.

강석
혈관 연구단

“다름을 발견하였을 때 가장 보람됩니다.
기존의 연구나 학설과 다른 것을
발견하였을 때 새로운 가설이 나올 수
있고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새로운
지식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신가요?

제출한 작품을 연구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혈관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마우스 배아가 초기 발생과정에서는 매우 작습니다. 폐는 초

을 하는 것이 혈소판유래성장인자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유

기 발생단계이기에 훨씬 작고 일부 폐엽만 사용하여 손상되

래성장인자가 혈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생과정에서 어떤

지 않은 상태로 절편이 아닌 전체 이미지를 얻기가 너무 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심

들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폐는 관심 장기가 아니었기에 포

장의 판막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하려다 다른 장기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남은 시약으로 확
인하였고 우연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유전자의 기능을 조사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발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정 후 12.5일된 배아에서 다양한 장기를 형광현
미경으로 혈관과 혈소판유래성장인자를 염색하여 발현을
관찰하던 중 폐엽에서 작품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할 때 공기가 이동하는 기관과 기관지를 따라 끝까지 이
동하면 속이 빈 구형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는 폐포를 볼 수
있습니다. 폐포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교환이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폐포의 발달에 혈관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아에서 발생하는 폐포의 혈
관을 염색한 결과 폐포를 감싸는 구형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에 나온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처음 폐포를 감싼 혈관이 알알이 박혀있는 것을 보고 떠오른
생각은 포도송이였습니다. 폐포의 모양 덕분에 오래전부터
폐 또한 포도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각각의 폐포를 좀 더 풍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When I saw the blood vessels surrounding the alveoli, I
first thought of a bunch of grapes. Because of the shape
of the alveoli, lungs have long been likened to grapes.
To make the alveoli look more like abundant grapes, I
exaggerated their volume. The image was captured using
The 5th IBS Art in Science

성한 포도 느낌이 나도록 부피감을 주어 과장되게 표현하였
습니다. 형광현미경을 통해 이미지를 촬영했기에 강렬한 네
온 형광으로 색을 구현하여 팝아트 느낌이 나도록 구성하였
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이미지를 통해 디오니소스가 주는
은유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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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kay.

괜찮아.

In order to better translate the message of the artwork,
this interactive space was created with the title “Erase your
fears”. One wall is covered with words that are associated
with failures and negative memories. Visitors wrote down a
message of support to themselves on a sticky note and put it
on top of the word that best describes their fear or negative
thoughts. This space was created in the hope that this activity
could give some people comfort and courage.

<괜찮아.> 작품의 연구내용과 연계하여 체험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을 ‘두려운 기억 없애는 곳’이라 칭하고 한
벽면엔 실패, 부정적인 기억 등과 관련된 단어들로 채웠다.
관람객은 메모지에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한
후, 부정적인 단어 위에 메모지를 붙이는 체험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어떤 이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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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kay.
LEE Joon Hyuk
Center for Cognition and Sociality

괜찮아.
이준혁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Occasionally we fail at something, but we learn from our failures and move
forward. But sometimes,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don't even see the signs
of success, but instead fixate on the deeply rooted memories of past failures that
continue to haunt us. The blue colors in the image are neurons called thalamic
reticular nucleus. Some of these neurons, shown in red, stretch the threadshaped axon, which serves to suppress fearful memory. When you are in a scary
situation, these neurons increase their firing activity, allowing you to overcome
the fearful situation. Whenever your past failure or fearful memories discourage
and stop you from taking up new challenges, pay close attention to the message
of support that is sent to you from the deep inside of your brain—it’s okay.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며 산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
려 긴 시간 축적돼온 실패의 기억들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사진 속 파란색은 시상망상핵(thalamic reticular nucleus)이라 불리는 신경세포
다. 시상망상핵은 기존에 주의집중, 체감각신호 처리 등에 관여된다고 알려진 지역
인데, 최근 들어 공포기억소멸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작품에 촬영된
시상망상핵 신경세포(파란색) 중 일부(빨간색)는 실 모양의 축삭돌기를 공포기억센
터에 뻗어 두려운 기억을 억제한다. 두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신경세포들은 더
욱 활성화되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뇌 수준에서 제공해준다.
때로는 거듭된 실패로 두려움이 커져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럴 때면 잠시 숨을 돌리고 내 뇌 안에서 보내오는 작은 응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괜찮아.”

IBS Center for Cognition and Sociality found that some of the thalamic reticular nucleus (shown in red)

are critically involved in the extinction of fear memory by increasing the firing activity of the threadshaped axon. The findings were published 11 October 2019 in Nature Communications.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시상망상핵이 축삭돌기(빨간색 실모양)라 불리는 신경전달 통로를 통해 공포억제신호를 공포
기억센터로 전달하여, 이전의 두려웠던 기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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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on Hyuk
Center for Cognition and Sociality

“If a system or discovery I made
could make people’s lives easier
and better, I could think,
‘I lived a meaningful life.’”

이준혁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제가 만든 어떤 시스템이건 아니면
발견한 어떤 사실이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생활,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이 삶을 참 의미 있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s your research about?
My research is about the mechanisms by which fears
are suppressed when these signals occur in the brain
and, moreover, how to better suppress them. There are
regions of the brain that are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fear. First, using a mouse model, I investigate how
these regions are connected. Second, I monitor using
various technologies how the neurons in the regions get
activated. Then, as a third step, I selectively activate or
inhibit the neurons and monitor the results.
Tell us about your artwork.
The brain has a region called the thalamic reticular
nucleus (TRN). I discovered a previously unknown
function of the TRN through my research. It’s the role
of fear extinction. The red dots in the image are actually
the neurons in the TRN suppressing a fear signal. Red
thread-shaped axons, stretched out from the red dots,
are like pathways of the TRN neurons during the fear
extinction process.

And I came to think that, during the course of failed
experiments, if the red neurons weren’t activated and
couldn’t suppress the fear signal from my past memory
of failure, I wouldn’t have been able to get the image that
we see now.
What are some of the challenges you have in
experiments with mice?
Once a mouse sees me, it should not be in a state of
fear. You need to get to know each other first so that the
mouse can naturally come up to my hand when I reached
out to it. We call this mice handling. When handling
mice, if I use A shampoo yesterday and B shampoo
the next day, mice notice it as they are very sensitive to
smell. I also try to wear the same color. As you can see,
experiments involving mice require an accurate control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experimental
conditions.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누구나 실패는 두렵잖아요. 실패를 해 본 사람이라면 다시

제 연구는 이 뇌에서 공포 신호가 발생할 때 어떻게 억제가

도전을 못 하는 게 실패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억제 할 수 있

게든 이겨내고 다시 도전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

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그런 실험들이 계속

공포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진 뇌 지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실패하면서 만약에 정말 이미지에 보이는 빨간색의 신경세

로 저는 생쥐를 이용해서 그 뇌 지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포들이 활성화가 안 돼서 나의 그 두려운 기억으로부터 오는

있는지 그것을 먼저 조사하고 두 번째로 각 지역의 신경세포

공포 신호를 억제해주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미지도 얻지 못

들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모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니터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각 지역의 신
경세포들을 인위적으로 활성화 또는 억제시켜서 효과가 어

쥐를 이용한 실험 중에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는 거죠.

일단 생쥐가 저를 보고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편안함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제출한 작품은 어떤 연구 중에 나온 이미지인가요?

손 위에 자연스럽게 쥐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친

뇌에는 시상망상핵이라고 하는 뇌 지역이 있는데요. 제 연구

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쥐를 핸들링한다고 하는

에서는 기존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다는 기능들 외에 새로운

데 심지어 그 핸들링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어제는 A향이 나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포 신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는 샴푸를 썼다가 그다음날 갑자기 B향이 나는 샴푸를 쓰면

다는 것인데요. 이미지에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보이는데 그

생쥐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알아채요. 당연히

빨간색 점들이 바로 그 시상망상핵에 공포 신호를 억제 하는

옷도 같은 색을 입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정도로 쥐를 다루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들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에서 뻗어 나

는 실험은 주위환경과 실험조건을 정확하게 컨트롤을 해줘

오는 빨간색 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신경세포들이 억제 신

야 합니다.

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the image?
I was very excited. Actually, in the beginning, I could not
see the red dots at all and the experiment kept failing. I
was almost going to give up and admit my hypothesis
could have been wrong. It’s that time when I first
discovered the image so I was very excited.
Everyone is afraid of failure. When you experience a
failure, it could stop you from trying again. You need
to overcome the failure, but that doesn’t always work.
The 5th IBS Art in Science

니다.
작품에 나온 이미지가 발견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빨간 점
들을 아예 볼 수도 없었고 실패를 거듭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건 빨간색 점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내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포기 아
니면 인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왔었습니다. 처음 이미지
를 얻을 때는 굉장히 기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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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The fifth annual exhibition of Art in Science was
held from 10 December 2019 to 29 April 2020
at the Science Culture Center, showcasing 18
submitted entries from IBS research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BS offered a virtual
exhibition with 360° interactive panoramas
for people to explore the exhibition from the
comfort of their home. This made the exhibition
accessible to more people, including people who
live outside Daejeon and elderly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제5회 아트인 사이언스는 IBS 연구자가 제출한 작품
18점을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과학문화센터에서 전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운영하지 못했던 기간엔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콘텐츠를 제작하여 집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도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Scientists’ Eyes:
Observation and Imagination

Exhibition at a Glance

3
7
4
4

2

5
10

6
9

출입구 Entrance

17

1

13

18

12

16

15

8

11

14

우리들의 눈 : 나의 우주 Our Eyes : My Universe

1

Painting with a Sound Brush

소리 붓으로 그린 그림

10

HWANG Il Ha 황일하
2

Zebrafish

원자 스케일의 스테인드글라스
GYE Gyeong Cheol 계경철

별이 된 물고기

HONG Jin Hee, JO Yong Hyeon, JO Jae Cheol

11

Self-organized Octahedra

12

Granular Flame

13

Convective Mixing

14

The Nanoscale Vegetable Garden

홍진희, 조용현, 조재철

3

Footprints on Scintillating Crystal Surface
단결정에 남겨진 발자국
SO Jung Ho 소중호

4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ROH Jun Yeop 노준엽
5

Glimpse of the Universe within a Plate
ROH Jun Yeop 노준엽

Bonfire in the Brain

7

Green Galaxy

8

Starry Quantum

9

Patient Zero

A Ray of Clarity

16

Differentiation of Affection

17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환자

한 줄기 뚜렷함
HAN Dong Woo 한동우
감정의 분화

PARK Se Jin 박세진

Lung of Dionysus

디오니소스의 폐

KANG Seok 강석

별이 빛나는 양자

NAM Shin Jae 남신재

대류 혼합
Yaroslav SOBOLEV 야로스와브 소볼레브

15

녹색 은하

KIM Hyo Jin 김효진

불꽃 알갱이
Yaroslav SOBOLEV 야로스와브 소볼레브

OH Eun Seok 오은석

뇌 위의 모닥불

AHN Ji Hoon 안지훈

정팔면체의 지문
Yaroslav SOBOLEV 야로스와브 소볼레브

나노세계의 채소밭

Plate 속의 우주

6

Atomic-scale Stained Glass

18

It’s Okay.

괜찮아.
LEE Joon Hyuk 이준혁

Philip WILLKE 필립 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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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yes: My Universe>
The Our Eyes Zone showcases 25 paintings on the universe and dark matter,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IBS research. The paintings were creat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t the 1st Painting Science in
Daedeok Art Contest. IBS asked the students the following question as the
theme of their art.
“What does the universe and dark matter look like in your imagination?”

<우리들의 눈: 나의 우주>
‘제1회 대덕에서 과학을 그리다’ 사생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IBS의 연구주제인
‘우주’와 ‘암흑물질’을 주제로 그려낸 작품 중 25점을 전시했다. IBS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상상 속 우주 그리고 암흑물질은 어떤 모습인가요?”
The 5th IBS Art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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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The fifth annual exhibition of Art in Science is the
first exhibition that blends science and art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grand opening of the IBS
Science Culture Center. The location chosen for this
exhibit makes it more significant as the IBS Science
Culture Center is a venue where scientists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citizens through science.
The central motif of the exhibition is the everyday life of
researchers. Instead of those high profile scientists we see
in books, we wanted to share the real lives of ordinary
researchers who, even at this moment, are working
hard towards their goals and dreams through numerous
failures and frustrations.
In order to showcase both the researchers’ art and
their work behind the scenes, we put a lot of effort
into planning spatial layouts, artwork placement, and
interview clips in a way that best translates and coveys
the message of each work of art. To showcase the research
of the meninges, the three layers of tissue in between the
skull and the brain, we displayed the artwork between
two narrow walls. In addition, we created interactive
spaces within the exhibition itself, that allow visitors to
better engage with the art.
The exhibition also presented a series of short video clips
showing the process of cell expression and interviews
with researchers, as well as some of their laboratory
notebooks that offer glimpses into the everyday struggles
of research.
The 5th IBS Art in Science

에필로그

The researcher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oughout
the country by visiting researchers in all the cities where
Centers are located, such as Seoul, Ulsan and Pohang.
We filmed interviews with 10 researchers and they spoke
about the challenges they had in the course of research
and the most rewarding moments of being a scientist.
Their interview clips were played next to their artworks,
as if they are right next to viewers and telling them the
stories behind the artworks. By sharing these personal
stories of researchers in the same language as the viewers,
we hoped they could more easily relate to science. All
the members of the IBS Communications Team worked
around the clock to make the complicated processes
of science more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by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the scientists.
Scientists are at the core of the Art in Science exhibition,
which presents artworks that are generated by their
continuing process of observation and imagination. IBS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make the Art in Science
exhibition to be a platform for researchers to present
their research, communicate, and share the wonderment
of science with the general public.

제5회 Art in Science 展은 IBS 과학문화센터의 개관을

사람의 이야기’로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기념하여 여는 첫 번째 과학예술 융·복합 전시입니다. 과

이러한 모든 과정엔 과학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대중에

학자와 시민이 함께 과학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게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민한 IBS 커뮤

에서 개최되는 전시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니케이션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평범한 한 사

IBS Art in Science는 과학자의 관찰력과 상상력으로 연

람으로서의 연구자 모습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성공한 과

구 이미지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과학자가 주인공

학자가 아닌,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

인 전시입니다. IBS는 Art in Science 전시를 통해 연구내

고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연구자의 모습 말입니다.

용과 과학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대중과 과학자가 소통하
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지 뒤에 숨겨진 연구자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동선
설계, 작품 배치, 인터뷰 영상 등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연구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작품을 제출해주신 연구자분

작품 속 연구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

들과 전시 개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

법으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두개골과 뇌 사이에 있는

립니다.

뇌막을 연구한 작품은 벽과 벽 사이에 배치하거나,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체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세포가 발현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구현하기도 했으며, 연구의 고뇌가
드러나는 연구 노트, 인터뷰 영상 등을 작품과 함께 전시
하였습니다.

특히 연구자 인터뷰 영상은 서울, 울산, 포항 등 전국에 흩

We would like to thank the researchers for taking the
time to capture and submit their artworks and the
people who helped to put the exhibition together.

어져 있는 연구단을 방문하며 제작하였습니다. 연구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과학자로서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지 등 연구자 10명의 진솔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
았습니다. 영상은 작품 옆에 상영하여 마치 과학자가 작

BAEK Seo Yun and PARK Yu Jin

품에 담긴 연구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느낌이 들도록 연

IBS Communications Team

출하였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생각되었던 과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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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윤,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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