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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People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선후배에서
동료 연구자로 함께

뇌의 비밀을
어루만지다

신희섭
이창준

이창준 단장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2018년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신 단장님에게 실험을 해

신경교세포연구단장을 선임했다. 그간 인지 및 사회성

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의 공동 단장으로 이창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단을 이끌던 신희섭 단장은 사회성 뇌과학 그룹을,

이창준 단장은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을 각각 맡아 연구

보고 싶다고 요청했죠. 그러자 한국에 와서 2주간 실험
이 단장은 17년 전 신 단장과의 첫 만남을 또렷이 기억

하고 있었다. 당시 에모리대 박사후연구원이었던 이 단

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장은 실험을 위해 신 단장이 이끌던 KIST 신경과학센터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KIST에서 함께 연

원장과 면담까지 잡았다. 이를 계기로 이 단장은 이듬해

사실 두 사람은 신 단장이 2012년 IBS 인지 및 사회성

를 찾았고, 신 단장은 이 단장을 스카웃하기 위해 KIST

구했다.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 단장을 한국으로

인 2004년 센터에 합류했다.

가 된 두 과학자를 만났다.

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

2003년 학회에서 운명 같은 첫 만남

며 이 단장 스카우트에 공을 들인 이유를 밝혔다.

국 뉴욕 롱아일랜드섬에서 열린 ‘2003 콜드 스프링 하버

유전학을 바탕으로 한 뇌과학 기초 연구에, 이 단장은

불러온 사람도 신 단장이었다. 선후배에서 동료 연구자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미팅’에서 신 단장은 신경계에서 PLC-β4 유전자가 생체

신 단장은 “이 단장은 신경계의 전기신호 데이터를 분

는 등 당시 신경생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다”
이 단장이 KIST 신경과학센터에 합류한 뒤 신 단장은

전기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행동 분석에 주력했다. 연구

리듬을 조절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에서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다.

단장님의 발표를 듣고 교세포가 이 과정에 관여하지는

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틸콜린에

“신 단장님은 뇌과학 분야에서 워낙 유명했습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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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저체온증을 신경학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신경전

신희섭 단장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사회성 뇌과학 그룹

국내 최초로 뇌과학에 유전학 도입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기억, 감정, 공감 등 인지 기능이

있게 했다. 이 경우 관찰자인 생쥐는 상대방 생쥐의 공포

신 단장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연구에 유전학을 도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18종의 생쥐를 대상

신경계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있다.

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오직 한 종류의 생쥐 그

목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특정 유전자를 조절한 모델

다. 이들은 몸을 부르르 떠는 ‘프리징(freezing)’ 행동을

신 단장은 “초기 뇌과학 연구는 공포 등 특정 감정을

이후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한 생쥐 18종의 유전체를

생물을 이용해 다양한 신경학적 기작을 밝혀냈다.

석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며 “모델 생물을 이용한

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종류의 생쥐의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들의 공포 공감 능력 역시 증가했다.

공감 능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신경회로를 규명한 연

구도 유전학을 적용한 대표적인 뇌과학 연구 중 하나다.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신규 연구단 설립을 신청하고 심

와 저체온증과의 관계를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신 단

장이 치매 연구를 위해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를 생성

하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에서 저체온증이

이 단장은 “연구단을 새로 만드는 일은 초기에 에너지

가 매우 많이 드는 만큼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의 공동

나타났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연구단장을 맡아달라는 IBS의 제안은 연구자로서 매우

기신호를 분석했고, 그 결과 정상 생쥐에 비해 신호가

흔쾌히 수락한 덕분에 신 단장님과도 다시 한 번 만날

이 단장은 생쥐의 교감신경에서 니코틴 수용체의 전

40%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국제학술지 ‘생리학 저

널’ 2007년 2월호에 발표했다. 이 단장은 “당시 연구를

좋은 기회였다”며 “신 단장님이 공동 연구단장 운영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IST부터 IBS까지 두 사람이 자석처럼 붙어 다닌다는

접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뇌 밖으로 눈을 돌려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이 단장은 “신 단장님과의 인연은

려줬다”고 말했다.

이 연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다.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신 단장님이 묵묵히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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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뇌과학 분야의 대가 옆에서 같

연구팀은 Nrxn3 유전자의 구체적인 기작을 밝히기

위해 전두엽 전대상 피질 부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뉴런

이때 방을 투명한 벽으로 만들어 한 쪽의 생쥐가 전기

려져 있다. 실험 결과 억제성 SST 뉴런(신호 강약을 조절

단장으로 다시 만났다. 당시 이 단장은 IBS에 교세포를
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Nrxn3 유전자에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자 이

에서 Nrxn3을 제거한 뒤 생쥐의 공감 능력을 비교했다.

두 사람은 2012년 신 단장이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

이 단장은 연구 방향을 바꿔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

사실을 알게 됐다.

감한 그룹의 생쥐에게서만 Nrxn3 유전자에 돌연변이

2018년 신 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생쥐 두 마리를 각각

이웃한 방에 넣고, 한쪽 생쥐에게만 전기 충격을 줬다.

단장에 선임되면서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2018년 공동

다른 쥐보다 더 강하게 보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다른 생쥐의 공포에 특히 강하게 공

유전학적 방법을 도입하면서 뇌 연구도 분자 단위에서

은 같은 주제를 다룬 논문이 해외에서 먼저 발표됐다는

룹만이 이웃 생쥐의 공포에 대해 공포 반응이 특히 컸

유발하는 상황을 조성한 뒤 뇌의 어느 부위에 변화가 생

겼는지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촬영으로 결과를 분

스터레이스(AChE)와 치매의 관계를 연구하던 두 사람

에 공감하며 행동이 얼어붙는 공감 공포 반응을 보인다.

입했다. 그는 1997년 뇌에서 간질과 운동 마비를 일으키
는 PLC-β1과 PLC-β4 유전자를 발견해 세계 학계의 주

이창준 단장�왼쪽�과 신희섭 단장은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연구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 생쥐의 모습을 볼 수

모델�생물을�이용한�유전학적�

방법을�도입하면서�뇌�연구도�분자

단위에서�확인할�수�있게�됐습니다�

전대상 피질은 충동 조절과 감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뉴런)에서 Nrxn3 유전자를 제

거한 경우 생쥐의 공감 능력이 크게 증가됐다.

현재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사회성 뇌과학 그룹은 공

감능력의 뇌 기전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연구

팀은 Nrxn3 유전자 연구 당시 생쥐 머리에 광유전학 기
법을 이용하여 SST 뉴런을 억제하면 공포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단은 올해 2월 빛으로 RNA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RNA는 DNA의 유전정보를 단백질로

전달하는 물질로, 단백질 합성을 빛으로 조절할 수 있
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신 단장은 “뇌는 늘 학습하기 때문에 유전자에 선천

적으로 코딩된 정보보다 후천적으로 뇌에 기록된 특성

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광유전학 기술이 발전해 특
정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경세포에서 별세포까지 연구 분야 확장

이창준 단장은
�훌륭한 연구자가
되려면 주저없이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간의 뇌에는 약 1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 개는 신경세포(뉴런), 나머지는 신경
교세포다. 신 단장을 포함한 과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도파민�신경세포를�잠재우는�별세포의�

신경전달물질을�억제하면�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치료할�수�있을�것입니다�

신경세포다.

이 단장의 주요 연구 분야는 교세포, 그중에서도 별

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

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 단장은 국내에서 뛰어난 연

별처럼 사방으로 뻗은 세포로, 주로 신경세포의 기능을

파킨슨병은 근육 강직이나 몸동작이 느려지는 등 운동

자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때가 많

세포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별세포는 돌기가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에 발표했다.

장애가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그간 도파민 신

았다”고 말했다.

쥐에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뒤 별세포에서 가바의 분비

식품생명화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치매 등 난치병 치료

운동 기능이 향상됐다. 또한 광유전학 기술로 파킨슨병

세계 역사를 바꾼 치료제 페니실린을 얻은 것처럼 치매

2010년 이 단장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별세포가

경세포가 사멸해 생긴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연구팀은

구결과를 발표했다. 뉴런만 신경전달물질을 합성하고

를 억제했다. 그 결과 도파민 생성이 원활해지면서 쥐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를 분비한다는 연
분비한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연구였다. 이듬해 이 단

장은 별세포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

에 걸린 쥐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자극하자 걸음 수가 증

학계에서 별세포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

이 단장은 “파킨슨병 초기에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생

를 내보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린다. 신경전달 과정에서 별세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

가하면서 증상이 호전됐다.

성 기능이 중단됐을 뿐 아직 사멸하지 않은 상태”라며

각하지 않고 신경세포만 신경전달에 관여한다고 주장

“도파민 신경세포를 잠재우는 가바를 조절하면 파킨슨

세포 모두 뇌 기능에 관여하는 만큼 뇌를 움직이는 하드

이 단장은 뇌졸중 회복 과정에 별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신 단장은 “신경세포와 별
웨어”라며 “이 단장이 연구단에 합류하면서 신경세포부

터 별세포까지 뇌의 신경학적 작동 과정을 더욱 세밀
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현재 이 단장이 이끄는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은
별세포를 연구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뇌 질환

의 발병 기작을 파헤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별세포가 도파민 세포를 잠재우면 파킨슨병

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했다”며 “다양한 연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지 찾아내 논문 투고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별세
포가 가바를 과도하게 분비하는 반응성 별세포로 변하

면 뇌세포의 기능 회복도 억제된다”고 밝혔다.
연구단의 미래를 맡기다

신 단장은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는 기초과학 연

구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단장의 협업 능력

이 단장은 최근 곰팡이 분야 대가인 이향범 전남대 농

제의 후보물질을 찾고 있다. 이 단장은 “푸른곰팡이에서

치료제도 곰팡이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에서 시작했다”며 “다른 분야의 연구자와
협업하는 건 늘 즐겁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인터뷰 중 잠깐 쉬는 시간에도 노트북을 사

이에 두고 실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천상 연구
자였다. 선후배로, 동료 연구자로 두 사람이 이토록 오

래 인연을 이어온 비결이 뭘까.

신 단장은 “연구자가 궁금한 게 생기면 머뭇거리지 않

고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명처럼 중요하다

는 것이 나의 연구 철학”이라며 “이 단장과는 이런 점에

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장이 은퇴
한다는 이유로 연구단이 해체되는 건 막대한 손해인 만

큼 이 단장이 뒤를 이어 연구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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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판타스틱

고자기장
지구는 매우 커다란 자석이다. 막대자석에 철가루를

뿌리면 자석의 N극에서 S극까지 철가루가 나열되는

것처럼 지구도 비슷한 모양의 자기력선을 만든다. 이를
지구자기장이라고 한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자기장의 91만 배에 달하는

고자기장을 만든다. 고자기장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자기장 세계와 딴판이다. 고체와 액체처럼

다른 두 물질이 고자기장 환경에서는 같은 물질로

분류되고(위상물질), 우리 몸을 이루는 약 7x1027⁷개의

양성자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며(자기공명영상장치·MRI),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초고온 플라스마가 순한 양처럼

움직인다(초전도핵융합장치).

과연 고자기장이 무엇이기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고자기장을 필두로 한
극한조건물질 물리학을 2020년 신규 연구단 선정 관련

연구 분야로 지정하고 고자기장 발생 및 응용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외 고자기장 연구의 최전선을
살펴봤다.

❶

고자기장이 뭘까

❷

고자기장 어디에 쓰나

❸

기초과학의 필수 도구

인류, 지구의 91만 배 자기장을 만들다
질병 진단부터 반도체 소자까지
고자기장 응용 경쟁, IBS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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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글 한승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R

T

❶

|

고

인류,

자

기

장

이

뭘

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20년 4월 21일, 덴마크의

인류는 얼마나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과학기술
연구에 필수적인 고자기장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강력한 자석 개발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네덜란드 국립
고자기장연구소(HFML) 연구팀이 개발한 38T(테슬라) 자석.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였던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포착한다.
전기와 자기에 대해 강의를 하던 중 우연히 탁자에 놓인

나침반 바늘이 인접한 전선의 전류를 켜고 끄는 동작에

지구의 91만 배

정확히 반응해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마치 자석이 된 것처럼 힘을 발휘했다.

외르스테드는 이를 바탕으로 전기와 자기의 상호관계를
유추하기 시작했다. ‘전자기(Electromagnetism)’

자기장을 만들다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전류와 자기장의
상관관계를 밝히다
전기와 자기는 오늘날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인류

가 자기 현상을 인지하기 시작한 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기원전 6세기경 탈레스는 천연자석(lodestone)이 서로 붙
는 현상을 보고 자석에 영혼이 있다고 기록했고, 정전기로 호박

에 깃털이 붙는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했다. 중국은 11세기 초
자성을 가진 물질이 지구의 남북을 가리키는 현상을 이용해 나

침반을 제작했다.

하지만 자기 현상의 원리가 학문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 1820년 외르스테드가 전류

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현상을 발견하면서

Gideon Laureijs(EMFL)

본격적인 이론 연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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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는 외르

스테드의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을 가까

이하면 마치 자석과 자석을 가까이 둘 때처럼 인력이나 척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앙페르는 두 도선 사이의 힘은 도
13

선의 길이가 길수록,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크다

자기장을�발생시키는�방법은�두�가지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도 자기장에

도체에�전류를�흘려�자기장을�유도하는�

는 ‘암페어 법칙’을 도출해냈다.

관심을 쏟았다. 패러데이는 외르스테드와 반대로 자기장을 변
화시켜 전류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 전선을 원통형으로 감은

1870년대 벨기에에서 개발된 발전기
초기 모델. 원통형 코일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원리로 전기를 생산한다.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빼면 전선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전자

기 유도 현상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그는 이를 ‘패러데이 법

칙’이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1830년대 다양한 발전기와 전

Peter Van den Bossche(W)

기 모터의 초기모델을 개발했다.

구리판 내 구멍을 통해 물을 흘려서 냉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

둥하게 묻자, 패러데이가 “훗날 여기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겁

니다”라고 답했다는 재밌는 일화도 전해진다.

라 불리는 이 자석은 당시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10T의 자

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현재까지도 최대 41T의 고자
기장을 발생시키는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냉식 자석도 단점이 존재했다. 물을 이용해 강제로

냉각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력이 열로 손실되는 것은 물론, 냉각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전력이 추가로 소비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 비터 마그넷은 일반적으로 수천~수만A(암페어)의 매우 높은

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강대국

발생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다.

송, 군사 등 실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
들은 공격 및 방어용 무기체계 전반에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

키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강한 자기장은 강한

Piotr Traczyk(CERN)

냉식 자석을 1934년 개발했다. ‘비터 마그넷(Bitter Magnet)’이

전류로 구동하기 때문에 고가의 전원과 냉각설비가 필요했다.

크게 두 가지다. 자연계에서 구할 수 있는 영구자석(Permanent

PeterFrankfurt(W)

얇은 구리판을 만들고 이것들을 여러 장 쌓아 올렸다. 그리고는

전기와 자기 연구는 패러데이의 예상대로 19세기 후반 전력, 수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st

과학자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게 “(당신이 개발한 발명품들로) 과연 뭘 할 수 있소�”라고 시큰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이 패러데이에

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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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의�자기장을�발생시킬�수�있다��

미국의 물리학자 프랜시스 비터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

전류를 유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강력한 발전기와 전기 모터

미국의 물리학자 프랜시스 비터가 고안한 수냉식
자석 ‘비터 마그넷’의 일부. 구리판을 여러 장 쌓아
자석을 만든다. 자기장 발생시 생성되는 열을
구리판 내 구멍에 물을 흘려 식힌다.

전자석�방식이다��전자석은�이론적으로�

그의 발명품들은 탄생 당시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심지어

전쟁이
수요를 만들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 전기저항이 0에
가까운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고자기장 발생 기술은 한 단계
도약했다.

자연에서�영구자석을�구하는�방법과��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일부 선진국만이 수냉식 자기장

고자기장 혁신을 이룬
초전도 전자석

Magnet)을 이용하는 방법과, 구리와 같은 전기 전도체에 전류

초전도 현상의 발견은 이러한 자기장 발생 기술의 한계를 깨부

있다.

카메를링 오네스는 액체 헬륨을 이용해 극저온 상태에서 수은

를 흘려 자기장을 유도하는 전자석(Electromagnet) 방식이
자연계에서 구할 수 있는 영구자석은 표면 자기장의 세기가

1T(테슬라·자기장 세기의 단위)를 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는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의 전기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실험에서 수은의 전기저항은 온도가 떨어질수록 점점 줄어

(참고로 지구자기장의 세기는 0.00005T이다). 전자석의 경우

들었다. 온도가 4.2K(켈빈·0K은 섭씨 영하 273.15도)에 이르

저항 때문에 도선에서 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전류밀도를

못한 결과였다. 오네스는 이런 놀라운 발견을 그의 연구노트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도체의
일정 수준 이상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는 순간엔 전기저항이 급기야 사라졌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적었다. 오네스는 초전도 현상 발견과 다양한 극저온 물질의

15

속성 연구로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표한 공로로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단한지 알고 있었다. 전기저항이 없는 초전도 물체에 전기를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초전도 현상을 현실에서 활용

한한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IBM 연구소의 게

오네스를 비롯한 당대 과학자들은 초전도 현상이 얼마나 대

흘려주면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양의 전기를 흘릴 수 있고, 무
하지만 초전도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 전자석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고 40여 년이 지난 1957년에야 미국의

물리학자 존 바딘과 레온 쿠퍼, 존 슈리퍼가 초전도 현상을 설

명할 ‘BCS 이론’을 발표했다. ‘BCS’라는 이름은 세 과학자의
이름 앞글자를 하나씩 따와 지어졌다. 그들은 BCS 이론을 발
45�5T 세계 기록 세운 초전도 전자석

서울대 연구팀이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전자석. 고온초전도체인 희토류 바륨구리산화물(REBaCuO)
코일을 감아서 만들었다. 코일의 초전도성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퀜치
현상에 대비해 무절연 방식으로 설계했다.
전류도입선

(구리 소재)

BCS 이론은 초전도 현상이 사실상 30K 이하의 온도에서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1986년 이를 뒤집는

오르크 베드노르츠와 알렉스 뮬러는 산화구리가 포함된 세라

믹 소재(BaLaCuO)를 이용하면 30K 이상인 35K 온도에서 초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7년에는 30K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95K에서 초전도 현

상을 보이는 또 다른 물질(YBCO·이트륨바륨구리산화물)이 발

견됐다. 기존에는 초전도 현상을 유도할 때 약 4K의 극저온을

유지하기 위해 비싼 액체 헬륨을 사용해야 했던 반면, YBCO는
액체 헬륨보다 50배가량 저렴한 액체 질소로도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30K 이상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

을 보이는 물질을 고온초전도체(HTS·High Temperature

53.1mm

(REBaCuO 소재)

혁신을 예고했다. 저온초전도체는 실제 20T의 자기장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반면, 고온초전도체는 이론상 100T 이상을 발생
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Nb3Sn, NbTi) 등 초전도 선재가 개발되면서 시장이 열리기

생성됨

시작했다. 초전도 선재는 초전도체를 선의 형태로 바꾼 뒤(초
퀜치 현상에 대비한 무절연 방식

고온 초전도 코일

퀜치 발생

절연 방식

무절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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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승용

절연 처리

1990년대 고온초전도체 재료가 상용화되면서 이를 응용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장은 점점

이 절반 수준이고 에너지 밀도는 2배로 높아 성능이 우수했지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 연구팀과 공동으로 무절

만, 퀜치 사고가 나면 초전도 코일이 타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에서 근무하던 2011년 ‘무절연 고온 초전도 권선법(No-

구실 연구팀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National

연 고온 초전도 코일을 이용해 45.5T의 직류자기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지구자기장의 약 91만
배에 해당한다.

이때 제작한 장비는 기존에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자석

Insulation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Winding

(중량 약 36t(톤), 2000년에 직류자기장 44.8T 발생)보다 50

무절연 방식은 코일 내부에서 퀜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코

로 줄이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이는 앞으로 고자기장을

Technique)’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제안했다.

가능성에 대비해 고온초전도체 전자석을 낮은 에너지 밀도(전

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퀜치(Quench) 현상에 대비해야 한

실렸고, 2016년 최다 인용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더 강력해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이끄는 서울대 초전도응용연

기공명영상(MRI) 장치 내 전자석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초전도 전자석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전자석의 초전도성

초전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슈퍼컨덕터 사이언스 앤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온초전도체를 이용

일에 흐르던 전류가 주변의 이상 없는 코일로 흘러나가도록 해

상용화를 위한
첨단 기술

전류

테크놀로지(Superconductor Science and Technology)’에

전도선), 테이프 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특히 니오븀티타
늄(NbTi)은 전자석 제작 공정에서 다루기 쉬워 오늘날에도 자

퀜치 현상 발생시 절연 방식(왼쪽)의 경우 코일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코일이 타버리지만, 무절연 방식(오른쪽)의 경우 전류가 주변 코일로
흘러나가 코일이 타지 않는다.

어나기도 한다.

수로 발생하기도 하고, 초전도 전자석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일

한 전자석은 저온초전도체로 제작한 전자석에 비해 운전 비용

년대부터 본격화됐다. 니오븀(Nb)을 기반으로 한 신소재

자기장이

자석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연구 결과는 응용

한다.

저온, 고온초전도체를 활용한 초전도 전자석 개발은 1950

내부 공간에

다. 퀜치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운전자의 실

해 초전도 전자석을 만드려는 연구자들은 퀜치 사고에 대응할

고온초전도체는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며 획기적인 기술

고온 초전도 코일

NHMFL

Superconductor)라고 명명하고, 이전의 초전도 물질인 저온
초전도체(LTS·Low Temperature Superconductor)와 구분

지지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엔지니어들이
초전도 전자석에 쓰이는 초전도 코일을 확인하고
있다. 초전도 코일을 제작하는 기술에선 한국 기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코일이 타는 현상을 방지한다. 그동안은 퀜치 사고가 발생할

류)로 운전해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
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한국은 무절연 방식으로 초전도 선재를 제작하는 기술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은 2013년 5T 고온초전도체 전자석과 14T 저온초전도체 전자
석을 조합해 16.8T의 고자기장을 발생하는 데 성공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인 서남은 MIT와 함께 2015년 고온초전도

체 전자석 제작에 돌입해, 한 달 만에 26.4T를 발생시키는 전

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운전돼 실제 무게를 100분의 1 이하
발생시키는 초전도 전자석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다. 연구 결과는 2019년 6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고,

같은 해 12월 영국물리학회가 발행하는 ‘피직스 월드’ 선정

‘2019년 가장 주목할 만한 10대 연구’로도 뽑혔다. 고자기장

기술이 반도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승용

2003년 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에서 초전도 현상 응용기기를 연구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기계공학과 교수직을 거쳐 2017년부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hahns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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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나

초전도체, 자기공명영상(MRI), 위상물질,

고자기장 기술은 양자컴퓨터칩, 차세대 배터리 등 혁신적인
장비를 구현할 새로운 재료를 탐색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진은 구글이 개발한 최신 양자컴퓨터 칩 ‘시커모어’.

핵자기공명(NMR) 분광분석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강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모두 독창적이고

인류의 삶에 크게 이바지한 연구에 수여하는 노벨상을

질병 진단부터

받았다. 고자기장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막강한

반도체 소자까지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세포를 비추는 일에서부터
차세대 배터리의 재료 물질을 탐색하는 일까지,

고자기장을 활용하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생명

살아있는 암세포 관찰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연구 중에는 고자기장과 관련 깊은

연구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 없이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MRI 기술이다. (편집자 주-MRI 장비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처럼 지구자기장의 수 만 배에 달하는 고자기장을 만들어

낸다. 이 강력한 자기장으로 체내 양성자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
키고, 이후 인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전자파를 읽어 들여 영상

화한다. MRI의 원리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1952년 노벨 물리학

상을, MRI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들이 2003년 노벨 생리의학상
을 각각 수상했다.)

필자가 속한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에서는 아주

강한 자기장(편집자 주-약 20T(테슬라·자기장 세기의 단위))을

이용해 신경 섬유와 세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세포 조직이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질

병이 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연구하는 데 고자기장을 사용
한다.

최근에는 뇌종양에 걸린 쥐의 뇌세포에서 나트륨의 움직임

Google

을 관찰함으로써 화학치료가 종양을 줄이는 효과를 수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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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MRI 기술로는 줄어든 암세포를 관찰
하려면 수개월이 걸렸다. 고자기장 기술을 활용하면 암뿐만 아
19

니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 손상 등 다양한 뇌 질환을 조

발생하는 위상물질의 독특한 물성을 상온 수준의 높은 온도에

또 과학자들은 고자기장을 활용해 결핵균과 후천성면역결핍

용해 기존 장치보다 우수한 성능을 내는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AIDS)을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표면 단백

질 구조를 지도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제 개발에 고자기장이 첫 번째 발판
을 마련하는 셈이다.

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활

힘쓰고 있다. 고자기장을 이용해 태양전지와 열전 냉각기(컴퓨

터 내에서 칩이 타지 않도록 막는 장치)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가까워졌다.

고자기장은 위상물질 외에도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연구하

는 데 유용하다. 현재 과학자들은 고자기장을 이용해 반도체,

초전도체, 풀러렌의 일종인 버키볼(탄소 원자 60개가 축구공처

재료

럼 연결된 나노소재), 그래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 성능 향상

반도체 소자는 TV에서 휴대전화까지 전자장비의 가장 기본

전 세계 주요 고자기장연구소와 자기장 발생 기록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과학기술 강국은 공통적으로 고자기장연구소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자기장을 발생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직류 전류를 전자석, 초전도 자석에 흘려 연속적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1ms(밀리세컨드·1ms는 1000분의
1초)보다 짧은 시간 동안 펄스 형태의 전류를 흘려 펄스 자기장을 생성하는 방식이 있다.
유럽 | 유럽자기장연구소(EMFL)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던

고자기장연구소를 통합해 2015년 설립.

네덜란드 | 고자기장연구소(HFML)

상물질을 발견하는 과정에 고자기장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가

디스플레이를 가능케 할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력한 도구로 쓰인다. 위상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고, 새로운 위
령 일부 특이한 자성체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스핀이 자기

스터와 같은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돌돌 말리는 플렉시블

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대신, 특이하게 꼬인 구조로 정렬하며 위

중국 | 중국과학원 고자기장연구소(CHMFL)
자기장 발생 기록 : 40T(직류)

미국 |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자기장 발생 기록 : 45T(직류), 100.7T(펄스)

독일 | 드레스덴 고자기장연구소(HLD)

풍부한 탄소 기반 분자로, 우주 초기에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 기원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핀은 트랜지

자기장 발생 기록 : 90.6T(펄스)

자기장 발생 기록 : 37.5T(직류)

이 되는 부품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 버키볼은 우주에

201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상물질 연구에도 고자기장은

중국 | 우한국립고자기장센터(WHMFC)

자기장 발생 기록 : 95.6T(펄스)

프랑스 | 국립고자기장연구소(LNCMI)

자기장 발생 기록 : 35T(직류), 90T(펄스)

에너지

상학적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

전지 수명 늘리고 차세대 소재 탐색

과학자들은 고자기장을 이용하면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

과학자들은 고자기장을 이용해 에너지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고자기장으로 원유를 분석해 정제 효율을 높이고, 오일 유출에

일본 | 초전도 소재를 위한 고자기장연구소(HFLSM)
자기장 발생 기록 : 30T(직류)

일본 | 이화학연구소(RIKEN)

일본 | 국립재료과학연구소(NIMS)

자기장 발생 기록 : 30T(직류)

자기장 발생 기록 : 35T(직류)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며, 저품질 원유를 사용 가능한 연료로

변환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편집자 주-NHMFL에서는 21T 자

기장을 만들어내는 퓨리에변환 이온싸이클로트론공명(FT-ICR)

질량분석기 등 고자기장을 이용하는 초고해상도 질량분석장비

지를 전력원으로 활용하려면 더 진화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

해 정유 공장의 파이프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제 기술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자기장을 활용하려면 자기장을

를 갖추고 있다. 이것으로 최근에도 석유 내 유기산 성분을 분석

만들어내는 자석이 매우 강력해야 한다. 때론 지구자기장의

에도 사용된다. 이 결과는 바이오연료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고

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고자기장 발생 시설을 만들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
가 된다.

리튬전지 개발과 전지의 수명을 늘리는 화학물질을 연구해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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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했다.)

고자기장 기술은 소나무나 해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 분석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를 이용하면 몸속
살아있는 세포를 수술 없이도 볼 수 있다.
MRI는 1~7T의 자기장을 만들고 고자기장
환경에서의 세포 신호를 읽어들인다.

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깨끗한 바람, 태양과 같은 신재생에너

더욱 효율적인 연료전지 셀(cell)을 개발하는 데에도 고자기장

기술을 쓸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에너지 저장 및 전달 방식을 근

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자석 실험실이다. 최근엔 중국도 고자

기장연구소 두 곳을 열었다. 한 곳은 수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 곳에서는 아주 강한 자기장을 달

성하는 펄스 자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0만 배 이상 강한 자기장을 필요로 하는 연구도 있다. 이를 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최고의 과학적 연구 제안서를

내고 경쟁을 통해 사용을 승인하는 중앙연구소를 정부가 나서
세울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고

자기장연구소를 운영해왔다. 그중에서도 NHMFL은 현재 전 세

그레고리 보빙어

1987년 벨연구소에 합류해 펄스 고자기장 시설과 최대 60T의 고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 연구로 1996년 미국물리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 1998년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의 펄스 고자기장연구소 소장을 맡은 뒤,

2004년부터는 NHMFL의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도 고온 초전도체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gsb@magnet.f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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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기장
극한 물성 연구에 필수

구

고자기장 응용 경쟁

“일상에서 활용하는 자기장보다 훨씬 센 자기장을 가하면 전자

IBS가 이끈다

연구단은 현재 자기장의 세기가 8~12T, 자기장이 형성되는

공간의 직경이 125~320mm인 다양한 자석들을 이용해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26T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고자기장 환경에서 액시온 검출기의 특성을 측

들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

정하기도 했다.

게 중요합니다.”

구 전반에 응용되는 중요한 기술이다. NMR 분광분석기에도 역

서의 물성을 연구하는 데 고자기장이 맡은 역할이 앞으로 더 막

등 화학 분야 연구팀은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자기장 속에서 원

고자기장은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필수 도구다.

자의 물리, 화학, 전기적 성질을 연구한다. 강한 초전도 자석은

했던 극한 물성을 찾으려면 이렇게 기존에 없던 환경을 만드는
염한웅 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은 극한조건에

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핵자기공명(NMR)을 이용한 분광분석 기술도 화학 연

시 초전도 자석이 들어간다. 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자핵이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을 측정해 분

극고압, 극저온 등 다른 극한조건 연구에 비해 물질의 형태를 그

정확한 NMR 신호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

장점이다.

활발하게 쓰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에서 진행되는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레고리

적용할 고온 초전도 전자석 시제품을 개발했다.

는 팀을 만든다면, 극한 물성 연구팀과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2017년 고온 초전도선을 이용해 철강 금속 제조공정에 쓰이는

현재 IBS는 18T급의 고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고온 초전도 자

먼저 열로 금속을 가열해야 하는데, 전기 대신 초전도 자석의

대로 유지하면서 물성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게 큰
실제로 극한 물성 연구는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보빙어 NHMFL 소장은 “한국이 고자기장을 전문으로 연구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해외의 국가연

고자기장 기술은 의료, 국방, 환경 등 기술산업 분야에서도

2019년 공중에 뜬 상태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 ‘하이퍼튜브’에
또 국내 초전도 자석 개발 기업인 수퍼코일은 창원대와 함께

300kW급 유도가열로를 개발했다. 금속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이용해 가열하면 저항이 발생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

구소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 고자기장

이 높다.

이다. 30T급 고자기장 연구 장비는 방사광가속기, 중성자산란

게 되면서 고자기장 발생 경쟁은 응용 경쟁으로 불붙는 추세다.

꼽힌다.

해서는 연구소와 학교, 산업체가 국가 주도 아래 힘을 모아야

연구소에서는 30T 이상의 다양한 초고자기장 자석을 운영 중
실험장치와 함께 물질 연구를 위한 3대 핵심 대형실험장비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건설 중인 세계 최대
중이온가속기 ‘라온’에 설치된 초전도 자석.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중이온 빔을 제어하고 집속한다.

나, 액시온 검출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자기장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높

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자기장이 구현되는 공간의 부피를 늘

고온 초전도체 기술로 고자기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

한승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
한다”고 말했다. 보빙어 소장은 “한국은 고자기장 응용 연구를

수행할 연구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높게

리는 것도 중요하다. 액시온(axion) 검출 연구가 대표적이다.

평가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이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

만나면 광자로 붕괴할 것으로 예측된다. IBS 액시온 및 극한상

만 그동안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염 연구단장은 “현재는

극한상호작용 연구단은 국산 18T(테슬라·자기장 세기의 단위)급 고온 초전도 자석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광자의 신호를 측정하고 이것으로 액시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해외의 많은 나라가 고자기장 연구시설을 국가기간설비로 지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에는 국내 기술로 만든 고온 초전도 자석이 들어간다. IBS 액시온 및

액시온은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 중 하나로, 강한 자기장을

호작용 연구단은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액시온이 만들어낸

전 세계 고자기장 응용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고자기장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IBS는 미래에

연구를 하고 있다.

고자기장을 필두로 한 극한조건물질 물리학을 2020년 IBS 신규 연구단 선정 관련 지정 연구분야로 뽑았다.

원은 “전자기장은 가상 광자들의 집단”이라며 “자기장의 세기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초과학 기반 분야를 발굴하는 ‘서치 커미티(Search Committee)’를 통해
이를 통해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IBS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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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에서 EAST-C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윤성우 연구위

고자기장 연구시설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

20T 이상 고자기장을 이용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하고 운영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 부피를 키우면 액시온과 반응할 수 있는 가상 광자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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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 Science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과학 속 예술의 세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과학의 세계가 특별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맨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미시세계를 현미경과 같은 첨단 장비의 힘을 빌려 들여다볼 때가 그렇다. 생쥐 배아의
폐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가 보이는가 하면, 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수준의 매우 얇은 금 박막을 씌운 결정에서는 달에 남긴 인류 최초의 발자국이 연상되기도

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매년 ‘아트인사이언스(Art in Science)’ 전시회를 개최해

연구자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과학 속 예술의 세계로 대중을 초대하고 있다.

제5회 IBS 아트인사이언스에 소개된 IBS 연구자들의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정팔면체의 지문 I 광학카메라

야로슬라프 소볼레프(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유리 접시에 무작위로 던져진 정팔면체다. 대칭형 물체는 적당한 환경이 형성되면 스스로 모여서 고차원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런 현상을 ‘자기조립(self-organization)’이라고 부른다. 자기조립의 대표적인 예가 DNA다. 염기
4개(A, G, T, C)가 자연스럽게 서로 쌍(A-T, G-C)을 이뤄 결합하면서 나선형 구조를 만든다. 평평한 표면에서
팔면체가 작품과 같은 패턴을 만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외부의 간섭 없이 이런 패턴이 자기조립으로
형성되는 것은 연구자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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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니소스의 폐 I 공초점 형광현미경
강석(혈관 연구단)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축제와 포도주의 신이다. 예로부터
포도는 하나의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우리
몸에도 포도처럼 보이는 기관이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바로 폐다. 폐는 포도를 닮은
주머니 모양의 구조인 폐포로 구성돼 있다. 폐에서 혈관이 만들어질 때 주변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수정 후 12일 된 생쥐 배아의 폐에서 혈관에만 존재하는
단백질(CD31)을 염색했더니 열매가 알알이 달린 포도가 나타났다.

뇌 위의 모닥불 I 공초점 형광현미경

안지훈(혈관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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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막은 이름 그대로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다. 뇌는 머리뼈와 뇌막에 의해 보호되며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쥐의 뇌막을 고해상으로 관찰하기 위해 뇌막 림프관을 형광 염색했다.
초록색이 혈관, 붉은색이 뇌막 림프관과 대식세포다. 최근 혈관 연구단에 따르면 뇌의
노폐물은 뇌막의 대식세포가 처리하고, 뇌막의 림프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힘차고 활발하게 뻗어 나가며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같은 생동감을 주는 붉은 뇌막의
모습은 뇌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뇌막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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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양자 I 주사터널링현미경(STM)

남신재(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영화 ‘앤트맨’의 주인공 스캇 랭은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원자보다 작게 바꾸고 극한의 미시세계인
양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양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사터널링현미경(STM)으로 볼 수 있다. 바나딜
프탈로시아닌(VOPc) 분자가 뿌려진 금 표면을 STM으로 촬영했더니 금 원자의 배열이 바뀌어 Z자형 무늬가 나타났다.
동그란 입자가 금 표면에 붙은 VOPc 분자다. 이 사진에 앤트맨을 올려놓으니 현실과 영화의 양자 세계가 마침내 만났다.

원자 스케일의 스테인드글라스 I 주사터널링현미경(STM)
계경철(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이셀레늄화나이오븀(NbSe2) 표면을
주사터널링현미경(STM)으로 관찰했다. 이셀레늄화나이오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전하 밀도파(charge density wave) 구조를
나타내는 특이한 물질이다. 전하 밀도파의 구조를 구분해 색을
입혀보니 위치에 따라 형형색색의 다른 색이 나타났다.
마치 중세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말이다.
완성된 형형색색의 전하 밀도파 영역이
고풍스러운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보는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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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작은 환자 I 전자스핀공명 주사터널링현미경(ESR-STM)

필립 윌케(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은 한 환자의 몸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실
이 환자는 사람이 아닌 티타늄(Ti) 원자다. 티타늄 원자를 들여다보기
위해 주사터널링현미경(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과
전자스핀공명(ESR·Electron Spin Resonance)을 결합해 촬영하자
자기장과 스핀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고유 진동수가 살포시 춤추듯 물결치는
모양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장 은밀한 모습을 드러낸 원자에게 박수를.

29

소리 붓으로 그린 그림 I 광학카메라

황일하(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붓을 이용해 다양한 패턴의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사용한 붓이 색다르다. 바로 소리다.
일반적으로 농도, 온도, 수소이온농도(pH) 등을 이용해 화학반응을 조절한다. 그런데 소리를
이용해서도 화학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다가 소리를 이용해
복잡한 화학반응을 제어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접시 안에
물결 패턴을 만들고, 이런 물결은 공기 중 산소를 녹여 용액 속의 염료 분자를 섞는다. 사진은
소리를 이용해 파란색 염료 분자의 산화반응을 조절하는 실험을 하다가 촬영한 것이다.
언젠가는 자연의 소리를 붓 삼아 더 복잡하고 심미적인 패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단결정에 남겨진 발자국 I 광학현미경
소중호(지하실험 연구단)

30 IBS Research | 14th Issue | 2020 1

st

인류가 달 표면에 남긴 최초의 발자국일까, 아니면 사막에 생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 사진은 섬광 단결정(scintillation crystal) 표면에 금 박막을 올리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섬광 단결정의 열 신호를 포착하는 극저온 검출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표면의 단결정이 필요하다. 극저온 검출기를 개발하면 중성미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희귀 붕괴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금 박막에 흠집이 생기면서 실패작이
됐다. 비록 실험에는 폐기된 실패작이지만, 발자국을 닮은 흠집 모양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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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Research Highlight
길에서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약

은 단연 소독약, 과산화수소다. 상처 부위에 바르면 따끔하지
만 흰색 거품이 부글부글 나면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줘 널리

2000배 싸고 8배 많이 만든다

산업의 감초, 과산화수소

f o r
C e n t e r

사용된다. 상처 소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청소할 때, 옷에 묻
은 얼룩을 제거할 때도 유용하다.

과산화수소의 사용 범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산

업에서 더 필수적인 물질이다. 제지와 섬유산업에 탈색과 표백
용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반도체, 수처리 등 과산화수소를
쓰지 않는 산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사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는 물이다. 단 3%의 농도로도 세

성영은

나노입자 연구단 부연구단장

균들을 죽이는 과산화수소의 ‘파괴력’은 실제로 엄청나다. 과산

과산화수소는 상처 소독뿐만 아니라 수처리, 반도체, 제지 등의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다. 그 이상의 고농도 과산화수소는 산업적 용도로만 사용된다.

소 산업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70년 이상 흘렀지

수소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다. 중학교에서 산화제

식으로 쓰이고 있다.

화수소의 농도가 35%만 넘어가면 인체에 절대 닿아서는 안 된

N a n o p a r t i c l e

R e s e a r c h

나 노 입 자
연
구
단

파괴력의 원천은 매우 강력한 산화력에서 비롯된다. 과산화

는 산소를 주거나 전자나 수소를 뺏는 역할을 한다고 배우는

지만, 대량으로 만드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물에 산소 원자를

과산화수소 소독약을 예로 들어 보자. 과산화수소가 상처에

화수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과산화수소는

닿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

(H2O2)를 물(H2O)과 산소(O2)로 분해한다. 분해 과정에서 우

하나만 더하거나 또는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붙여서 과산
불안정해서 금세 다시 물로 분해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트라퀴논 공정은 방향족 유기화합물인 안트라퀴

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보통의 산소가 아닌, 전자가 하나 더

논을 매개체로 사용한다. 안트라퀴논에 수소 분자를 붙인 뒤,

분자는 전자가 달랑 하나만 남아돌면 굉장히 불안해한다.

과산화수소를 추출하는 식이다. 과산화수소를 얻는 가장 손쉬

있는 활성산소가 생긴다.

그래서 빨리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하나 뺏어서 자신의 전
자가 짝을 이루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분자를 ‘라디칼(radical)’이라고 한다. 과산화수소를 분

현택환

과산화수소는 물에 산소 하나가 더해진 아주 간단한 구조

데, 이를 달리 말하면 다른 물질을 변형시키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

만 여전히 안트라퀴논 공정이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주요 방

해했을 때 나오는 라디칼은 상대방이 어떤 물질이건 간에 전

자를 뺏을 정도로 불안함을 떨쳐내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

이어서 산소 분자를 붙이고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운 방법이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성영은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 부연구단장

은 “안트라퀴논 공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이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 과산화수소에서 분리된 활성산소가 주변에 있는 세균들에
게서 전자를 뺏어와 말살시키는 것이다. 산업에서는 분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도 변형시켜 제거한다.
금보다 비싼 팔라듐 가격이 문제
과산화수소는 1818년 처음으로 합성됐고, 1940년대 독일에
서 ‘안트라퀴논 공정’이라는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며 비로

과산화수소의 분자 구조. 물(H2O)에 산소(O)가
더해진 간단한 구조다.

H

수소

O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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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합성 방식

나노입자 연구단이 개발한 과산화수소 합성 방식은 70년간 널리 쓰여 온 안트라퀴논 공정에 비해 과정이 더
단순하고 에너지를 적게 쓴다. 핵심은 체내 효소 구조를 모방한 새로운 촉매로, 기존에 쓰던 팔라듐 촉매보다
가격이 2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과산화수소 생산량도 압도적으로 많다.

안트라퀴논 공정

환원

산화

유기 용매 +
팔라듐 촉매

H2

촉매인 팔라듐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안트라퀴논에 수소를 붙일 때 팔라듐을 기반
으로 한 촉매가 필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팔라듐 활용 분야

추출 및 분리

유기 용매

있다. 안트라퀴논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주요

가 크게 늘어났다.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
이 오르는 법. 그 결과 2019년 12월 뉴욕상업

거래소에서 팔라듐은 1트로이온스(toz·1트로

O2

H2

C14H10O2 + O2

IBS 나노입자 연구단 개발 기술

질소

C14H8O2 + H2O2
(안트라퀴논) (과산화수소)

코발트

H2O

H2O

O2

촉매(Co1-NG(O))

2H2O + O2

과산화수소 생산량 비교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2017년)

촉매

보다 더 귀한 몸이 됐다.

41.1kg

약 8배

조를 이룬 그래핀에 부착시켰다.

전기전도도와 열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

게 만들기 어렵지만, 연구팀이 사용한 그래

니어서 값도 싸고 면적도 크게 만들 수 있다.

연구팀은 이 방식으로 촉매 1kg을 활용해 하루에 341.2kg

IBS 나노입자 연구단은 안트라퀴논과 팔라듐

매는 11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해도 초기 성능의 99%

수록 활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인데, 연구팀이 개발한 촉
이상을 유지했다.

현 단장은 “안트라퀴논 공정에 사용된 촉매보다 가격은

13일자에 발표했다.

2000배 싸면서도 지금까지 가장 효율이 좋다고 알려진 촉매

를 흘리는 간단한 방식으로 과산화수소를 생

했다.

연구팀은 산소를 포화시킨 수용액에 전기

현택환 IBS 나노입자 연구단장은 “우리 몸

에서 활성산소를 과산화수소로 바꿔주는 효
소의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모방해 새로운 촉
매를 고안해냈다”고 말했다.

341.2kg

리고 이것을 탄소 원자가 2차원 평면 구

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촉매는 사용할

싼 재료만 사용했다.

코발트 단원자/그래핀 촉매

소 원자가 둘러싼 형태를 만들었다. 그

2000분의 1 가격으로 8배 많이 생산

촉매로는 철(Fe), 코발트(Co), 니켈(Ni) 등 값

2H2O2
(과산화수소)

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네 개의 질

핀은 그 정도로 높은 성능이 필요한 것이 아

산해냈다. 그리고 이런 전기화학 반응을 도울

H2O2

IBS
나노입자 연구단

팔라듐 나노입자 촉매

촉매 1kg당 하루 생산량

H2O2

연구팀은 망간 대신 코발트(Co) 원자

랐다. 이제는 금(1트로이온스 당 1459.3달러)

개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 1월
촉매

로빈의 헴(heme) 구조와 동일하다.

핀은 아직 비싸고 산업용으로 쓸 만큼 크

없이도 과산화수소를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촉매

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헤모글

이온스는 약 31.1g) 당 1858.8달러(약 219만

원)를 기록하며 1년 만에 가격이 48.2%나 올
C14H8O2 +
(안트라퀴논)

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다. 고등

보다 최대 8배 이상 과산화수소를 많이 생성할 수 있다”고 말

큼 많은 기업이 과산화수소를 쓰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돼 그동

컴퓨터 계산으로도 확인했다. 이는 계산화학 분야 전문가인

이번 연구결과가 산업에 적용되면 더 싼 가격에 과산화수소

번에 개발한 구조가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유종석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친환경 화학산업 가능케 해

IBS 나노입자 연구단이 개발한 방식은 최근 화학산업의 화두

이 제거해주는 효소들이 있다. 우선 초과산화

정에 다량의 유기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킨

물 불균등화효소(SOD)가 활성산소를 과산화

인 친환경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 현 단장은 “안트라퀴논 공

과 온도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안트라

꾸는 SOD의 정확한 구조를 알아내고 그대로 따라 만들어보

단장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과산

SOD는 가운데 망간(Mn) 원자가 있고, 네 개의 질소(N) 원자

염소 화합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친환경이 추세인 만

퀴논에 수소를 결합할 때 압력은 최대 4bar(바·1bar는 약 0.99
기압), 온도는 40~50도를 맞춰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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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했다.

를 사용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
량생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다.

성 부연구단장은 “연구단이 개발한 과산화수소 생산방식은

기존과 달리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인 만큼 대형 전극과 같은 생
산설비들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생산설비를 갖추고 경
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만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소로 만들면, 이를 다시 카탈레이스가 물과 산소로 바꿔준

다. 이 과정을 눈여겨본 연구팀은 활성산소를 과산화수소로 바

안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연구단이 개발한 방식은 물과 산

앞서 안트라퀴논 공정 과정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단계마다 일정한 압력

나노입자 연구단의 이번 연구결과는 재료 분야 최고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코발트와 질소 원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 중에 이

우리 몸속에는 세포를 죽이는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반대로 이를 또 끊임없

nature materials

여기에 최근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이

연구팀에는 벌써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성 부연구

화수소가 아닌 염소를 사용하는데, 부산물로 나오는 염소와

발표논문

Euiyeon Jung et al.,“Atomic-level tuning of Co–N–C catalyst for highperformance electrochemical H2O2 production”.Nature Materials , 2020, DOI:
10.1038/s41563-019-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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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Research Highlight
그간�인류의�탄생과�이주�연구는�화석과�고고학�자료를�바탕

으로�진행돼�왔다��지금까지�에티오피아�등�동아프리카에서�
20만�년�전�인류의�화석이�다수�발견됐고��2017년�6월�북아프

고기후�데이터로�밝힌

�����������현생인류�최초�이주�경로

리카�모로코의�한�채석장에서는�약�32만�년�전�살았던�인류의�
화석도�발견됐다��

화석으로�알아낸�인류의�기원에�대한�지금까지의�결론은�다

음과�같다��인간이�속한�호모�homo ��속�屬�의�고인류는�200

만�250만�년�전�아프리카에서�출현했고��현대인의�모습을�한�
현생인류�종인�호모�사피엔스�homo�sapiens �는�약�30만�20

만�년�전�등장했다��그런데�이런�인류의�기원과�발생을�설명할�
때�화석만큼�중요한�증거가�또�있다��바로�DNA다�

악셀�팀머만

기후물리�연구단�단장

�미토콘드리아�이브�는�누구�
화석은�발굴되지�않으면�증거로�쓸�수�없다��발굴하는�데�시간
과�노력도�많이�든다��그만큼�화석에서�얻는�증거는�제한적이

다��그래서�진화인류학자들은�유전자로�눈을�돌렸다��특히�모

계�유전을�통해서만�전달되는�미토콘드리아�DNA�mtDNA�의�
특성을�활용해�가계도를�추적하고�진화계통도를�정리했다���

미토콘드리아�DNA는�유전적�변화를�축적하는�타임캡슐처

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

2016년�말�바네사�헤이즈�호주�가반의학연구소�인간비교및전

립선암유전체학실험실�교수의�제안으로�유전정보와�고기후�데

이터를�합친�공동연구가�시작됐다��헤이즈�교수는�방대한�인류�
유전자�데이터베이스�DB�를�보유하고�있었다��진화인류학�연구
에�처음으로�고기후�데이터를�적용할�토대가�마련된�것이다�
남부�아프리카�칼라하리가�인류�최초�발생지
팀머만�교수가�IBS�기후물리�연구단�단장으로�부임한�2017년부

드리아�이브는�다른�초기�호모�사피엔스�집단에도�존재했지만��

구팀이�유전자와�고기후�데이터�연구를�수행한�지�약�3년이�지

이들의�혈통이�끊겨�더이상�현대�인류에서�그들의�유전적�유산
을�찾아볼�수�없게�됐다�

현재�학계에서는�현대인의�미토콘드리아�DNA를�분석해�호

모�사피엔스를�L0부터�L6까지�총�7개�그룹으로�나눈다��이�가
운데�L3�그룹은�다시�M��N�등�수십�개의�세부�그룹으로�나뉘는

데��아프리카�이외�지역에�사는�인류에게서�발견되는�유일한�

터�헤이즈�교수와의�공동연구가�본격적으로�진행됐다��공동연
난�2019년�10월��현생인류의�가장�오래된�모계�혈통인�L0�그룹

이�현재�남부�아프리카�국가인�보츠와나�북부의�칼라하리�지역
에�형성됐던�습지에서�20만�년�전�최초로�출현했으며��기후변화

로�인해�13만�년�전부터�다른�지역으로�이동하기�시작했다는�연
구�결과를�국제학술지��네이처�에�발표했다��

DNA�데이터와�고기후�데이터를�어떻게�결합했길래�이런�결

그룹이다��

과를�얻었을까��팀머만�단장은�칠판에�아프리카�대륙과�유라시

륙에서만�확인된다��이�중�인류의�가장�오래된�모계�혈통은�L0�

프리카�한�곳을�손가락으로�짚었다��남부�아프리카�칼라하리�사

L3�그룹을�제외한�나머지�6개의�L�그룹은�모두�아프리카�대

그룹으로��오늘날�남부�아프리카�일부�지역의�부시맨�원주민�
호주�가반의학연구소�교수��

2015년부터�인류학�연구에�과거의�기후�데이터를�접목해야겠

럼�작용한다��전세계인의�미토콘드리아�DNA는��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불리는�한�어머니로�거슬러�올라갈�수�있다��미토콘

바네사�헤이즈

Nature

C e n t e r � f o r � C l i m a t e � P h y s i c s

기 후 물 리
연
구
단

에서도�이�DNA가�확인됐다��이는�결국�호모�사피엔스가�출현

아�대륙�등�세계�지도부터�그려놓고�설명을�시작했다��그리고�아
막�부근이었다��

그간�가장�오래된�인류�유골은�동부�아프리카에서�발견됐지

한�지역이�아프리카였음을�뜻한다�

만��미토콘드리아�DNA를�이용한�모계�혈통으로�볼�때�가장�오래

후�데이터도�인류의�이주�과정을�추적하는�자료로�활용하는�

때문에�L0�그룹�발상지가�아프리카�동부인지�남부인지를�놓고�

악셀�팀머만�IBS�기후물리�연구단장은�화석과�DNA�외에�기

방법을�떠올렸다��팀머만�단장은��미국�하와이대�교수로�있던�

된�L0�그룹의�후손들은�주로�남부�아프리카에�거주하고�있다��이�
논란이�있었다��팀머만�단장은��이번�연구에서�유전적으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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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같은�호모�사피엔스는�아프리카�남부에서�처음으로�출현

가장�오래된�인류�혈통�L0�그룹의�탄생

바네사�헤이즈�호주�
가반의학연구소�교수가�
L0�그룹�혈통을�찾기�위해�
남부�아프리카에서�만난�
부시맨�원주민��

2019년�10월�기초과학연구원�IBS�과�호주�
가반의학연구소�공동연구팀이�유전학적�데이터와�고기후�
데이터를�통계적으로�분석해�L0�그룹의�하위�유전자�
계통지도와�이주�연대표를�재구성했다�

❶�유전자�계통지도�재구성
유전자�계통지도�재구성

L0d3

앙골라

잠비아

미토콘드리아

년
13만

전

첫

주
이

20만�년�전�L0�그룹�탄생

나미비아

주

이
번째

전두
11만
년

❷�고기후�분석�시뮬레이션

2만1000년�주기로�일어나는�
지구자전축�변화와�공전궤도�상�
태양과�지구�사이의�위치에�따라�전�
지구적으로�기후가�크게�변한다��과거�
기후�변화를�시뮬레이션해�이주가�
일어날�가능성을�확인했다�

칼라하리�
북부�지역

보츠와나
L0g

탄자니아

L0f

모잠비크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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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확인됐다��

여기서�고기후�데이터�분석이�큰�역할을�했다��팀머만�단장은�

데이터에서�얻은�당시�인류의�지리적�분포�및�이주�사건�결과와�

속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은�지리적으로도�분리돼�생활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었다��

오래된�L0�그룹을�탄생시킨�미토콘드리아�이브가�칼라하리�지

동��공전�궤도상의�태양과�지구�사이의�위치�등과�밀접한�관련이�

후�데이터를�결합한�통계적�접근법이�인류의�기원을�연구하는�

비교했다�고�말했다��유전적으로�분리된�L0�그룹의�하위�계통들

있다��연구팀에�따르면�L0�그룹이�나타난�약�20만�년�전�칼라하

리�지역에는�이미�대규모�습지가�조성돼�있었다��습지는�인간이�

프리카�여름은�가장�덥고�습도가�높았다��강수량과�식생이�증가

했으며��이�시기에�현재�잠비아와�탄자니아가�위치한�칼라하리�
북동쪽�지역으로�녹지가�형성되면서�최초의�이주가�시작됐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L0�그룹이�이�녹지대를�따라�이동했고��그�과정에서�하위�혈

❸�이주�연대표�작성

L0�그룹의�하위계통이�
생겨난�시점과�당시�고기후�
상황에�따른�지리적�이동�
경로가�일치했다��L0�그룹이�
13만�년�전에는�북동쪽으로��
11만�년�전에는�남서쪽으로�
이동해�하위�유전자�
그룹으로�세분화됐다�

통�L0a��L0f��L0d3�등�이�생겨났다��또한��약�11만�년�전에�지금의�

5

0
�만�년�전�

그는�이어��이번�연구에서는�현재�살아�있는�인류�중�가장�

역에서�발생했음을�확인한�것�이라며��유전적�데이터와�고기

데�효과적임을�밝힌�최초의�연구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로�기후변화�모델링
기후물리�연구단은�향후�대전�IBS�본원에서�운용하는�슈퍼컴퓨

터��알레프�ALEPH��로�고기후와�인류�이주�사이의�상관성�연구��
현재�및�미래�기후�모델링�연구�등을�계속할�계획이다��

알레프의�연산속도는�1�43PF�페타플롭스�1PF는�1초에�1000

나미비아나�남아프리카공화국이�있는�남서쪽�지역까지�녹지대

조�번�연산�로�데스크톱�PC�1560대를�합친�성능이다��저장�용량

L0g��L0d1�2�등�하위�혈통이�추가로�나타났다��

편을�저장할�수�있다��

가�형성되면서�현생인류의�두�번째�이주가�이뤄졌다��여기서는�
팀머만�단장은��약�2만1000년을�주기로�자전축의�방향이�변

은�9820TB�테라바이트�1TB는�1024GB�로��4GB�영화�약�251만�
기후물리�연구단은�해양�10km��육지�25km의�해상도로�현재�

하는�지구의�세차운동�때문에�전�지구적인�기후변화가�발생한

및�미래�기후를�시뮬레이션해��벌써�약�2000TB의�기후�자료를�

환경이�변하고�새로운�길이�만들어지면서�인류의�이동이�가능

미한다��

다�며��이를�통해�습지대가�건조해지고�해수면이�상승하는�등�
해졌다�고�설명했다�

이번�연구결과대로�남부�아프리카�칼라하리�지역에서�가장�

오래된�L0�그룹이�나타나�이동한�것이라면�에티오피아나�모로

코에서�발견된�30만�20만�년�전�호모�사피엔스의�두개골�화석

건조

�1

총�1217건의�혈액�표본을�이용해�L0�그룹의�계통도를�재구성했

하지만�약�13만�년�전�태양과�지구가�가장�가까워졌고�남부�아

아프리카�대륙

습함

198명의�혈액�표본을�새로�찾아내�기존�1019명의�표본을�합친�

살기�좋은�환경을�제공한다��

3

2

카�원주민을�만나�일일이�혈액을�채취했다��연구팀은�L0�혈통�

지구의�기후�변화와�이에�따른�식생�분포는�지구�축의�세차�운

짐바브웨

L0d1�2

칼라하리�북부�지역의�고기후�변화

헤이즈�교수팀은�수년간�L0�그룹의�혈통을�찾기�위해�아프리

�우리는�고기후를�시뮬레이션하고��주요한�기후�변화를�유전자�

L0a

세포

한�것이�확인됐다�고�말했다��

다��그�결과�현생인류는�칼라하리�지역에서�가장�먼저�거주한�것
�Garvan�Institute�of�Medical�Research

모계�미토콘드리아�DNA가�여러�
세대에�걸쳐�남아�있다��이를�통해�
남부�아프리카에�남아있는�L0�그룹�
후손들을�찾아�L0�그룹의�유전자�
하위�계통지도를�재구성했다�

기후물리�연구단이�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로�전�
지구적인�해수면의�
온도�변화�6�31도�를�
시뮬레이션했다��사진은�
미국�캘리포니아주�인근�
바다로��푸른색이�짙을수록�
차갑고��빨강색이�짙을수록�
따뜻한�것을�의미한다�

은�어떻게�설명해야�할까��

팀머만�단장은��이들�화석은�해부학적으로�현대인과�완전히�

일치하는�것은�아니다�라며��이미�멸종된�다른�유전자�혈통에�

생산했다��10km�해상도는�두�격자점의�거리가�약�10km임을�의
팀머만�단장은��세계�최초로�수행된�초고해상도�미래�기후�시

뮬레이션�이라며��향후�구름과�같은�아주�작은�규모의�기상변화

까지�추적할�수�있는�초고해상도�기후�시뮬레이션을�구현할�계
획�이라고�밝혔다�
발표논문

Eva�K��F��Chan�et�al����Human�origins�in�a�southern�African�palaeo�wetland�and�
ﬁrst�migrations���Nature ��2019��DOI��10�1038�s41586�019�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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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Research Highlight
일반적인�세포�분열은�DNA가�복제되면서�두�개의�핵이�만들어

복제�스트레스�높여

����������������암세포�먼저�죽인다
이규영

유전체�항상성�연구단�
연구위원

지는�핵분열부터�일어난다��이어서�세포막이�둘로�쪼개지며�세

포가�분열된다��핵분열에서�DNA�복제에�걸리는�시간은�8시간��
8시간�안에�DNA를�정확히�두�배로�복제해야�한다��오류도�최소
화해야�한다��오류는�곧�돌연변이의�탄생을�의미하기�때문이다��
8시간�안에�DNA�완벽히�복제
문제는�세포가�주변�환경의�영향을�많이�받는다는�점이다��햇빛

IAXC

C e n t e r � f o r � G e n o m i c � I n t e g r i t y

유전체항상성
연
구
단

에�포함된�자외선뿐만�아니라�세포�자신이�대사활동을�하는�과

정에서�만들어내는�활성산소도�세포에는�스트레스�요인이다��
세포의�스트레스는�DNA�손상이나�구조�변이를�유발한다��가령�
DNA는�염기들이�수소결합을�해�이중나선을�이루고�있는데��자

외선이나�방사선에�계속�노출되면�DNA�가닥이�꼬이는��티민�이
합체�나��헤어핀�구조��등�비정상적인�구조가�나타난다��

빨강��파랑��초록색�폴리펩타이드가�고리�구조를�이루고�있는�
증식세포핵항원�PCNA�의�3차원�구조��PCNA는�DNA�복제에�필요한�
단백질과�효소가�정확한�부위에�제대로�결합할�수�있도록�돕는다�

�오리진�Origin��이라고�불리는�시작점에�복제�효소가�달라붙으

는��미스매치�복구��등이�대표적이다��이를�밝혀낸�과학자들은�

DNA�복제�과정에서�충돌이�일어나기도�한다��DNA�복제는�

면서�시작된다��만약�너무�많은�오리진에서�복제가�한꺼번에�진
행되면�각각의�오리진에�복제�효소와�단백질이�충분히�공급되

2015년�노벨�화학상을�수상했다���

지�않아�복제가�느려지거나�멈출�수�있다��복제가�멈춘�오리진에�
복제�효소와�단백질이�붙어있으면�다른�복제�효소의�이동을�방
해하기도�한다�

DNA�복제�과정에는�수많은�단백질이�관여한다��복제를�시작하

로운�DNA를�만들기�위해�복제�효소는�원본�DNA에�상보적인�

에�아데닌�A�에는�티민�T�을��시토신�C�에는�구아닌�G�과�같이�

화학물질도�DNA�복제에서�스트레스�요인이�될�수�있다��새

염기를�하나씩�붙인다��활성산소와�같은�화합물은�DNA를�합

성하는데�필요한�재료인�핵산을�변형시켜�DNA의�복제를�중단
시킨다�

상보적인�염기를�붙여야�한다��단백질과�효소가�필요한�부위에�
정확히�결합해야�복제도�정확히�이뤄진다�

이�모든�과정을�관리하는�역할을�하는�핵심�단백질이�있다��

증식세포핵항원�PCNA‧Proliferating�Cell�Nuclear�Antigen�

DNA는�마치�한�가닥으로�이뤄진�RNA처럼�불안정하다��외부에�

있다��복제가�일어나는�동안�PCNA는�DNA를�자유롭게�돌아다

노출되는�순간�벌어진�부위가�끊어지거나�손상될�수�있다��게다

가�핵분열이�끝나기�전에�DNA�복제를�끝내지�못하면��세포질�
분열이�시작되면서�복제를�위해�엉켜있던�DNA가�끊어지고�결
유전체�항상성�연구단�단장

려면�이중가닥으로�꼬여있는�DNA를�풀어야�하고��각각의�가닥

스트레스로�인해�복제�과정이�중단되는�것은�DNA�손상�

등�큰�문제로�이어질�수�있다��복제를�위해�이중가닥이�벌어진�

명경재

복제�과정�핵심�단백질�기능�밝혀

이다��PCNA는�가운데가�뚫린�고리�모양으로�DNA를�감쌀�수�
니며�복제에�필요한�효소와�단백질이�정확한�부위에�제대로�결
합할�수�있도록�돕는다�

예를�들어�DNA�복제가�시작되는�오리진이나�손상된�부위를�

국�세포는�죽음을�맞는다�

복구하기�위한�DNA�합성이�필요한�곳에�PCNA가�먼저�결합하

으로�조절하는�기작이�있다��오류가�생기면�이를�고치는�복구�

유연하게�DNA에�붙었다�떨어지는지가�DNA�복제�과정에�중요

그래서�세포들은�복제�과정에�오류가�생기지�않도록�자체적

기작도�있다��잘못�붙은�염기를�잘라내고�알맞은�염기로�메우
는��염기�절단복구�나�서로�짝이�맞지�않는�염기쌍만�골라�고치

고�이후�DNA�복제�효소가�결합한다��그래서�PCNA가�얼마나�
한�요소다�

2019년�IBS�유전체�항상성�연구단은�PCNA의�고리를�열고
41

�Luiza�M��F��Primo

DNA�복제�스트레스를�유발하는�5가지�요인

자외선�같은�외부�요인�외에�세포�내부에도�DNA�복제�스트레스를�만드는�다양한�
요인이�있다��복제�스트레스로�인해�DNA�복제가�중단돼�단일가닥의�DNA가�
외부에�노출되면�끊어지거나�손상될�수�있고��이는�결국�세포�사멸로�이어진다�

복제�효소

월�3일자에�발표했다���

명경재�유전체�항상성�연구단�단장은��RLC�단백질은�PCNA

의�고리를�열고�DNA에�결합하게�만들어�복제가�시작되게�하고��

ATAD5�단백질은�복제가�끝난�뒤�PCNA를�DNA에서�떼어내는�
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두�단백질이�정상적으로�작동해야�복
제가�제대로�일어나는�것이다��

복제 단백질

6개월�뒤�유전체�항상성�연구단은�ATAD5�단백질의�새로운�

기능을�추가로�확인해��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2019년�12월�

헤어핀�구조

16일자에�발표했다��DNA�복제가�중단되면�세포는�DNA�구조의�
정상 오리진

손상된�오리진

❷�손상된��오리진�
DNA�복제의�시작점인�오리진에�복제�효소와�단백질이�
정상적으로�결합하지�않으면�복제�스트레스가�일어난다�

티민�이합체

사실을�실험으로�증명해�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스��6

변화를�유도해�복제가�다시�시작되게�하는데��여기에�ATAD5가�

시간�내내�쉬지�않고�세포�분열이�일어난다��복제�과정에�문제가�

이규영�유전체�항상성�연구단�연구위원은��ATAD5�단백질

세포를�계속�찍어내는�것이다��세포의�생존과�분열을�조절하는�

핵심�역할을�한다는�것이다�

이�이러한�구조�변화에�필요한�단백질을�데리고�오고��구조�변

화에�방해가�되는�PCNA를�DNA에서�떼어내는�역할을�한다�며�
�ATAD5�단백질은�복제�과정을�끝내는�동시에�재시작하는�스위
치�역할을�하는�셈�이라고�말했다��

이중�복제

암세포는�복제�과정�고장난��불량세포�

불균형�복제

DNA�복제는�암�등�질환의�발병과도�관련이�깊은�중요한�과정이

지만�복제에�관여하는�단백질의�세부�기작이�아직�정확히�밝혀
❸�DNA�복제�효소�충돌
이미�복제가�진행된�DNA의�오리진이�다시�활성화되며�이중�복제가�일어나거나��복제가�
한쪽�방향으로�진행되는�불균형�복제가�일어난다�

정상�복제

복제�효소

충돌

❺�DNA�복제�효소와�전사�효소�충돌
DNA를�복제하는�복제�효소와�단백질을�만들기�
위한�RNA를�만드는�전사�효소가�서로�충돌한다�

DNA를�고치는데�작용하는�BRCA1��2�유전자에�돌연변이가�생
기면�유방암에�걸릴�확률이�높다는�게�대표적인�사례다�

현재�대부분의�항암제는�암세포를�제거하는�동시에�정상세

포도�손상시키는�세포독성항암제다�이를�1세대�항암제라고도�

부른다���그래서�최근�암세포가�가진�특정�표적에�선택적으로�
작용해�암세포만�죽이고�정상세포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않
는�표적항암제�2세대�항암제��개발이�활발하다���

이�연구위원은��백혈병�치료제인��글리벡�이�대표적인�표적항

지하는�비밀을�알아내는�게�목표다��

했다�

든�단백질의�기능을�확인해�DNA와�같은�유전체가�항상성을�유

면�DNA�복제와�복구�시스템에�대한�기초연구가�필수�라고�강조
DNA�복제�과정을�이용하면�새로운�형태의�표적항암제도�개

주목하고�있다��암�등�질환에�연관됐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

발할�수�있다��명�단장은��암세포는�정상세포보다�복제�스트레

어나기도�전에�죽고��ATAD5�발현�유전자를�절반으로�줄이면�

위적으로�복제�스트레스를�극대화하면�정상세포보다�먼저�죽

다��그간�쥐�실험을�통해�ATAD5�단백질을�제거하면�새끼가�태

폐��간��난소�등�다양한�부위에서�종양세포가�관찰되는�등�암이�
생긴다는�사실이�확인됐다�

스에�훨씬�민감하다�며��암세포의�ATAD5�유전자를�억제해�인
는다�고�설명했다�

사람의�경우에도�암�환자의�유전체�샘플에서�ATAD5�유전자�

돌연변이가�확인됐다��이�연구위원은��암�환자의�경우�선천적이

든�후천적이든�DNA�복제와�복구�과정에�문제가�발생해�암에�걸
리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

는�단백질이�고장�나거나�결핍된�경우가�대부분이다��그래서�24
st

PTEN�유전자에�돌연변이가�생기면�대장암이�생기고��손상된�

암제�라며��암세포에만�특이적으로�작용하는�약물을�개발하려

암세포가�계속�증식할�때는�세포�분열�속도와�정도를�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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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불량세포�가�만들어졌는데도�복제를�중단하지�않고�불량

지지�않았다��유전체�항상성�연구단은�DNA�복제에�관여하는�모

그중에서도�유전체�항상성�연구단은�ATAD5�단백질에�특히�

전사�효소

❹�핵산�고갈
DNA�복제의�재료로�사용되는�염기가�부족해�
DNA�복제�과정이�멈춘다�

Nature�Comm
unications

❶�비정상적인�구조
티민�이합체��헤어핀�구조�등�비정상적인�
구조가�DNA�복제�진행을�막는다�

닫아�부착력을�조절하는�단백질�복합체가��ATAD5�RLC�라는�

발표논문

Su�Hyung�Park�et�al����ATAD5�promotes�replication�restart�by�regulating�RAD51�
and�PCNA�in�response�to�replication�stress���Nature�Communications ��2019��
DOI��10�1038�s41467�019�13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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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Research Highlight

Center �for �Integr ated�Nanos tr uc ture �Phy sic s

나노구조물리
연
구
단

지름이�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100만

분의�1m�보다�작은�오염물질인�미세먼지

�PM10�는�아황산가스��납��질소산화물�등�금

빛으로�이산화탄소�잡는다

�������������인공광합성�하는�광촉매

속�화합물과�유기물로�이뤄져�있고��대기에�오
랜�시간�떠다니며�호흡기�질환을�일으킨다��

미세먼지를�제거하는�가장�일반적인�방법

은�필터로�미세먼지를�걸러내거나�정전기를�
이용해�필터에�미세먼지를�붙잡아�두는�것이
다��최근에는�빛을�받으면�미세먼지를�분해하
는�광촉매�기술도�등장했다��

황희민

나노구조물리�연구단�연구원

광촉매로�주목받는�이산화타이타늄�
촉매는�화학반응이�잘�일어나게�도와주는�물
킴�챠우

나노구조물리�연구단�연구원

질로��자신은�변하지�않고�반응속도를�증가시

킨다��광촉매는�말�그대로�빛에너지에�의해�촉

매�작용을�일으키는�물질이다��광촉매가�빛을�
받으면��‒�를�띠는�전자와��+�를�띠는�정공�전
자가�빠져나간�빈자리�이�만들어진다��

이효영�나노구조물리�연구단�부연구단장이�자신의�이름을�붙인�광촉매��이효영의�블루�
이산화타이타늄���아나타제와�루타일�두�결정이�4대의�1의�비율을�이루고�있다��두�결정�중�아나타제만�
비결정화시키거나�비결정아나타제�결정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왼쪽��루타일만�비결정화시킨�결정아나타제�
비결정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오른쪽��점이�특징이다��이를�통해�광효율을�대폭�높였다�

광촉매의�핵심은�바로�이�전자와�정공의�강

력한�환원�및�산화력이다��정공은�공기�중�수분과�만나�수산기

늄의�경우�산소와�반응성이�좋아�광촉매로�이용하면�물�분해�

하는�강력한�산화�반응을�일으킨다��이때�전자는�광촉매에�흡

을�쪼여야만�광촉매로�사용할�수�있어�그간�실내에서�활용하

�OH�Radical�를�형성해�유기화합물과�결합한�뒤�수소를�방출

착된�산소에�달라붙어�활성산소를�만든다��이산화타이타늄
�TiO2�은�이런�반응을�일으키는�대표적인�광촉매다��

1972년�일본의�화학자�아키라�후지시마는�이산화타이타늄

과�백금을�이용해�물을�수소와�산소로�분해하는�광촉매�반응

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
이산화타이타늄은�무색��무취의�백색�분말이다��자연�상태에

이산화타이타늄은�전이금속과�칼코젠�원소가�만나�형성된�

정으로�존재한다��이런�단일�결정�외에�두�결정이�4대�1의�비율

칼코젠�화합물이다��전이금속은�주기율표에서�4�7주기��3�12

족에�속한�니켈�Ni���타이타늄�Ti���텅스텐�W��등이며��칼코젠�
원소는�16족�비금속�원소인�산소�O���황�S���셀레늄�Se��등이다��

나노구조물리�연구단�부연구단장�

는�데는�한계가�있었다�고�설명했다��

을�발견해�국제학술지��네이처�에�발표했다��이후�광촉매�반응�
촉진과�효율을�높이기�위한�연구가�쏟아져�나왔다�

이효영

시�수소를�얻기�용이하다�면서도��이산화타이타늄은�자외선

이산화타이타늄과�같은�칼코젠�화합물에�열을�가하면�결정

질과�비결정질로�빠르게�분리된다��결정질에서는�빛의�반사율

서는�아나타제�anatase�와�루타일�rutile��두�가지�형태의�결

로�혼합된�아나타제�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이�있다��아나타

제�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은�자외선을�흡수해�물과�이산화탄

소를�메탄��일산화탄소��산소로�변환하는�광촉매다��광효율이�
상대적으로�좋아�현재�상업적으로�가장�많이�이용된다��

아나타제�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이�가시광선까지�흡수할�

이�높지만��비결정질�상태가�되면�빛의�흡수율이�높아진다��칼

수�있다면�자외선만�흡수할�때보다�많은�에너지를�활용할�수�

이효영�나노구조물리�연구단�부연구단장은��이산화타이타

아대�UC버클리��연구팀은�백색의�이산화타이타늄을�검정색

코젠�화합물을�광촉매에�이용하려는�이유다�

있어�광효율은�더욱�높아진다��2011년�미국�버클리�캘리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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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부연구단장은�버치�환원�반응�조건을�변형시켜서�

광효율�3배��일산화탄소�100%�전환
인공광합성하는�하이브리드�광촉매�

상온에서�리튬에틸렌디아민�Li�Ethylenediamine�에�아나타

제��루타일��아나타제�루타일�등�3가지�상태의�이산화타이타

이효영�나노구조물리�연구단�부연구단장은��이효영의�
블루�이산화타이타늄�과�삼산화텅스텐�WO3�의�화합물에�
은�Ag�을�도핑한�하이브리드�광촉매를�개발했다��
이산화탄소�CO2�를�일산화탄소�CO�로�변환하는�이�
광촉매는�흡수된�빛의�34�8%를�촉매�변환에�사용해�기존�
광촉매보다�광효율이�3배�높다�

늄�광촉매를�각각�넣어�실험했다��

그�결과�루타일�결정의�이산화타이타늄만�검정색으로�변했

고��아나타제�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에서도�루타일�결정만�
환원됐다��가시광선에서도�작동하는�광촉매인�아나타제�비결

산소�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늄��제조에도�성공했다��두�개가�혼합된�결정상에서�각각�한

물�H2O�

쪽�상만�선택적으로�비결정화�시킨�것은�세계�최초였다��이�내

용은�국제학술지��ACS�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인터페이스��

블루�TiO2

WO3

하이브리드�광촉매에�이용된�
�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은�
아나타제�루타일�
이산화타이타늄에서�선택적으로�
한�상만�비결정�상태로�만들어�
푸른색을�띤다��

블루�
TiO2
Ag

루타일

이�부연구단장은�후속�연구를�통해�2019년�아나타제�결정

만�비결정화시켜��비결정아나타제�결정루타일�이산화타이타

이산화탄소가�100%�
일산화탄소로�변환

이산화탄소를�
주입해�광촉매와�
반응

2016년�국제학술지��에너지�및�환경과학�에�실렸다�

아나타제

2019년�9월�10일자에�발표했다�

그는�이�물질의�탄생을�기념하기�위해�자신의�이름과�푸른빛

을�띠는�두�물질의�성질을�합쳐��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

늄�hyoyoung�lee�s�blue�titanium�dioxide��으로�명명했다�����

이�부연구단장은��자외선뿐만�아니라�가시광선까지�흡수해�

광효율을�대폭�높혔다�며��기존�연구는�고온고압의�기체를�다
뤄�위험성이�컸지만��상온�상압의�액체상태에서�광촉매를�대량

으로�제조할�수�있다는�점에서�다양한�연구와�산업에�활용할�
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병균도�제거하는�하이브리드�광촉매
으로�바꿔�광촉매의�흡수율을�높인�연구결과를�공개했다��수

수�있다��문제는�그간�50년�넘게�아나타제�루타일�이산화타이

이�부연구단장은�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을�이용해�응

선�을�흡수하기�좋은�비결정�상태로�만든�것이다��

법은�알려지지�않았다��

로�이산화탄소�CO2�와�물을�산소와�일산화탄소�CO�로�변환시

소를�넣은�고온��고압�상태에서�이산화타이타늄을�빛�가시광
그런데�비결정화가�진행되면서�가시광선의�흡수도는�증가

타늄을�사용해오면서도�한�상만�선택적으로�비결정화하는�방

온도를�높이지�않고�25도의�상온에서�특정�결정만�선택적

했지만��그�과정에서�생성된�전자와�정공의�분리도가�줄어�광

으로�비결정�상태로�만들어�광촉매�효율을�높일�수는�없을까��

를�높이는�동시에�전자가�정공으로�부터�잘�분리되는�조건을�

reduction�reaction��을�떠올렸다��

촉매�효율은�전체적으로�낮아졌다��이�부연구단장은��광흡수

찾으면�광촉매�효율을�최대로�끌어올릴�수�있다�며��아나타제�

이�부단장은�박사과정�당시�실험했던��버치�환원�반응�bi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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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용액이�된다는�뜻이다��

에�은�Ag�을�도핑한�새로운�하이브리드�광촉매를�개발해�국제
학술지��머티리얼스�투데이��2020년�1월�3일자에�게재했다�

새로�개발한�하이브리드�광촉매는�흡수된�빛의�34�8%를�

촉매�변환에�사용해�기존�광촉매보다�광효율이�3배�높은�것으

로�확인됐다��또�촉매�변환�과정에서�메탄�CH4��없이�일산화탄

소만�100%�발생시켜�경제성도�뛰어난�것으로�평가됐다��일산

화탄소�발생량은�기존�이산화타이타늄�촉매의�200배로�그간�
학계에�보고된�가장�우수한�촉매보다�15배�많았다��

이�부연구단장은��이산화탄소�감축�효과에�더해�유용한�화

유용한�화합물�제조가�가능해진다��

화탄소를�유용한�화합물로�제조하는�연구뿐만�아니라�가시광

소의�양을�줄일�뿐만�아니라�일산화탄소가�생산돼�산업적으로�
이�부연구단장은�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에�부산물

면�전하�생성이�증가하고��그�결과�광효율이�향상될�것으로�예

데��이는�소듐이�암모니아에�전자를�제공해�강력한�환원성을�

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과�삼산화텅스텐�WO3��화합물

합물�합성에�중간체�역할을�하는�일산화탄소를�다른�부산물�

반응이다��액체�암모니아에�소듐을�녹이면�푸른색으로�변하는

이론적으로�일부만�비결정�상태로�만들면�비결정상은�가시

�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을�이용해�인공광합성을�촉진하는�
새로운�하이브리드�광촉매를�개발하고�발표한�2020년�논문�

키는�인공광합성을�고안했다��이를�이용하면�대기�중�이산화탄

은�거의�남지�않고�산소와�일산화탄소�발생률만�높일�수�있도

�Li�을�사용해서�벤젠고리를�환원시키는��매우�고전적인�화학

광선을�흡수하고��남아�있는�결정상은�전자와�정공을�분리할�

용�연구도�진행했다��이효영의�블루�이산화타이타늄을�광촉매

버치�환원�반응은�액체�암모니아�등에�소듐�Na�이나�리튬

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의�두�개의�상�중�하나만�비결정화�시
키면�가능할�것으로�생각했다�고�말했다��

Materials�Tod
ay

흡수된�빛의
34�8%�이용

정루타일�이산화타이타늄�제조에�성공한�것이다��이�내용은�

록�다른�물질을�도핑해�불균일한�구조를�만들었다��이렇게�하
상했다��

그는�은�Ag�을�포함한�후보물질�3가지로�실험을�진행한�끝에�

없이�얻어�경제성을�높였다�며��촉매�반응�중간에�발생한�일산

선�촉매�관련�업체들에�기술을�이전해�미세먼지와�병균�등을�
제거하는�공기정화�시스템을�개발�중�이라고�밝혔다�
발표논문

Chau�T��K��Nguyen�et�al����Highly�eﬃcient�nanostructured�metal�decorated�
hybrid�semiconductors�for�solar�conversion�of�CO2�with�almost�complete�CO�
Selectivity���Materials Today��2020��DOI��10�1016�j�mattod�201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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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Research Highlight
소금과�수정�그리고�반도체�속�실리콘��전혀�공통점이�없을�것�
같은�이들�세�물질은�사실�중요한�공통점을�하나�갖고�있다��바
로�결정�crystal�이라는�점이다�

신약부터�반도체까지

����더�빨리��더�크게�결정�만든다�

결정은�물질을�이루는�원자나�분자��이온�등이�규칙적으로�

배열된�고체�상태의�물질을�의미한다��결정은�현대�산업의�발

전에서�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로�꼽힌다��우리가�먹는�음식

에서부터�의약품��반도체�같은�첨단�산업에도�결정을�이용한�
연구가�필수적이다��물질의�성질을�연구하는�최선의�방법은�X
선�촬영인데��여기에는�결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DNA가�대표적인�사례다��1953년�DNA의�이중나선�구조가�

확인된�데는�로잘린드�프랭클린이�촬영한�DNA�결정의�X선�회
절�영상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

이외에도�결정은�예측할�수�없을�정도로�복잡한�단백질의�

Nature

Center�for�Sof t�and�Living�Mat ter

첨단 연성물 질
연
구
단

구조를�파악하거나�새롭게�합성한�물질의�구조와�특성을�알아
내기�위한�단서가�된다��그런데�결정을�만드는�건�생각만큼�쉽

지�않다��결정을�만들었다고�해도�분석이�가능한�수준으로�자
라지�않는�경우도�많다��결정을�빠르게��그리고�크게�만드는�방
법은�없을까��

고분자�용액�회전시켰더니�결정�10배�빨리�만들어져
지금까지�결정을�생성하는�일반적인�방법은�과포화용액을�낮

딜�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

용액을�저을�때�생기는�회전력을�분자�수준에서�일어나는�

화학반응에�응용할�방법을�오랫동안�연구해온�그쥐보프스키�

결정이�성장한다��

를�넣고�회전력을�가하면�결정이�더�빨리�성장한다는�사실을�

이�과정을�설명하는�이론이��오스트발트�숙성�Ostwald�
ripening��이다��입자�크기가�다양한�경우�상대적으로�작은�입
자는�계속�작아지고��큰�입자는�더�커져�작은�입자는�결국�소멸
하는�오스트발트�숙성이�일어나�결정이�형성된다�

다만�이�방법으로는�연구에�사용할�정도로�충분한�크기의�

첨단연성물질�연구단�그룹리더

을�이용해�결정을�만들면�평균�2�3주가�걸리는�만큼�실험이�더

은�온도에�가만히�두고�기다리는�것이었다��그러면�가장�먼저�

씨앗�핵�이�형성되는데��용질�입자가�이�씨앗에�달라붙으면서�

바르토슈�그쥐보프스키

국제학술지��네이처��3월�5일자에�실린�첨단연성물질�연구단의�
새로운�결정�성장�방식�연구�논문�

그룹리더는�이온성�고분자가�녹아�있는�용액에�결정화할�시료

발견했다��그리고�유기물��무기물��금속��거대분자��단백질�등�결
정을�만들기�위한�물질�20종과�이온성�고분자�9종을�각각�시험

한�결과�결정�성장에�이�방식을�일반적으로�적용할�수�있음을�
확인했다�

게다가�결정이�형성되는�데�걸리는�시간은�기존�방식과�비교

결정을�만드는�데�최소�일주일�이상�걸린다��또�오스트발트�숙

해�10배�이상�빨랐고��결정의�크기는�평균�7배�이상�컸다��이런�

으로�떨어진�조각이�또�다른�핵으로�작용하거나��과포화�상태

숙성으로는�설명할�수�없었다��다른�물리적�과정이�작용한다

성이�일어나는�동안에는�외부�충격을�최소화해야�한다��충격
의�용질이�석출되며�큰�결정�대신�작은�결정이�여러�개�만들어
지기�때문이다��

바르토슈�그쥐보프스키�첨단연성물질�연구단�그룹리더는�

�연구와�산업�현장에서�중요한�점은�큰�결정을�빠르게�만들어�
공정에�걸리는�시간을�단축하는�것�이라며��오스트발트�숙성

현상은�외부�충격이�결정�성장에�방해가�된다는�오스트발트�
는�뜻이다��

이온성�고분자는�전하가�있어�친수성�용매와�결합하는�능력

이�뛰어나다��하지만�일반적인�상태에서�고분자는�꼬이고�뭉쳐�

있어�용매와�결합하는�면적이�작다��그런데�여기에�회전력을�
가하면�어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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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쥐보프스키�그룹리더는��회전력을�가하면�꼬여있던�고분

결정을�빠르고�크게�만드는�방법

자�구조가�풀어지면서�용매와�결합하는�면적이�커진다�며��이

그쥐보프스키�첨단연성물질�연구단�그룹리더는�고분자와�회전력을�이용해�
기존�방식보다�빠르게�큰�결정을�만드는�방법을�개발했다��이�방법을�사용하면�기존�방식보다�
평균적으로�10배�이상�빠르게��7배�이상�큰�결정을�만들�수�있다�

용질

용매

결정핵

에�따라�결정화가�필요한�나머지�용질은�서로�더�잘�뭉칠�수�있
다�고�설명했다��긴�실을�뭉쳐놓으면�표면적이�작지만�실을�풀
면�표면적이�커지는�것과�같은�원리다�

결정이�성장하기�위해서는�용질끼리�결합해야�한다��하지

만�용질�주변을�둘러싸고�있는�용매는�용질끼리�결합을�방해

결정

기존�결정�생산�방식

전통적으로�사용되는�결정�생산�
방식은�과포화�용액에서�용질이�
결정핵에�결합하며�성장하는�
원리를�이용한다��이때�용질�
주위를�둘러싼�용매가�용질의�
결합을�방해해�결정을�이루는�데�
오랜�시간이�필요하다�

해�결정�성장의�속도를�늦추는�역할을�한다��이온성�고분자가�
녹아있는�용액에�회전력을�가하면�용매와�결합�능력이�높아진�

용액에�포함된�결정핵에�
과포화�용질이�결합하며�결정�
성장에�2�3주�소요

고분자가�용질�주변의�용매를�흡착하고��결과적으로�용질끼리�
결합할�수�있는�공간이�만들어진다��회전력이�결정을�더�빠르
게��더�크게�만드는�핵심�열쇠인�셈이다��

연구팀이�고분자의�분자량에�따라�만들어지는�결정의�크기

를�비교한�결과�분자량이�커질수록�평균적으로�큰�결정이�만
들어졌다��또�이온성�고분자를�넣은�뒤�회전시키지�않으면�오
히려�오스트발트�숙성보다�결정이�형성되는�속도가�느렸다��

회전에�따른�전단력에�따라서도�결정의�크기가�달라졌다��용

액을�회전시키지�않았을�때는�결정이�거의�만들어지지�않았지

고분자와�회전력을�이용한�결정�생산�방식

첨단연성물질�연구단이�개발한�결정�생산�방식은�고분자와�회전력을�이용한다��
회전력이�작용하면�이온성�고분자가�친수성�용매와�결합하는�능력이�커지고��
이를�통해�결정�성장�시간은�단축하고�크기는�키웠다�

오래�걸린다��결정이�충분한�크기로�성장할�것이라는�보장도�

으면�순도가�떨어진다��결정핵에�분자들이�결합하는�과정에서�
함께�넣어준�물질도�붙어�결정이�잘�만들어지지�않거나�결정�

과적으로�신약�개발�속도도�앞당길�수�있다��

반도체�산업에도�활용성이�높다��반도체�핵심�소재인�웨이

는�셈이다��

다��웨이퍼에서�실리콘�결정의�크기가�완성품의�품질을�좌우하
그쥐보프스키�그룹리더는��회전력이�작용하는�환경은�지구

이온성�고분자가�섞이지�않았다�며��이온성�고분자가�결정을�

와는�물리적�환경이�다른�우주에서�실험하는�것과�비슷해�일

했다��이런�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3월�5일자에�발표

는�힘을�화학반응에�적용할�수�있는�방법을�찾으면�산업계에

되며�학계의�주목을�받았다���

신약�개발��반도체�생산에�활용��
결정�형성�연구가�학계의�주목을�받은�이유는�간단하다��그쥐

보프스키�그룹리더는��특별히�어려운�기술을�사용하지�않고도�
st

정을�며칠�수준으로�크게�줄이면서�큰�결정을�만들�수�있다��결

공명�NMR�nuclear�magnetic�resonance�과�X선�회절�영상

만드는�물질과�물리적으로�결합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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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이번에�연구팀이�개발한�방법을�이용하면�결정�생성�과

퍼의�실리콘�결정�크기는�완성품의�품질에�중요한�역할을�한

�X�ray�diﬀraction�을�통해�촬영한�결과�순도�100%로��결정에�

3�용질을�둘러싼�용매가�고분자에�
흡착하며�결정이�빠르게�형성

발트�숙성을�이용해�후보물질의�결정을�만들려면�시간이�너무�

모양이�불균일하게�형성되기도�한다��

그쥐보프스키�그룹리더는��이번�연구로�만든�결정은�핵자기

2�회전력을�가하면�고분자�
구조가�풀리며�용매를�흡착

특히�제약산업에�응용될�가능성이�크다��대개�신약�후보물

했다��이온성�고분자가�더�많이�펴져서�용매를�잘�흡착하고��결
일반적으로�결정을�만들�때�결정�재료�외에�다른�물질을�넣

1�이온성�고분자를�포함한�
과포화용액�준비

큼�연구의�파급력이�클�것�이라고�말했다���

질을�발굴할�때�수십�수백�개의�물질을�분석한다��이때�오스트

정화가�빨라진다는�뜻이다�

이온성�고분자

문제를�해결했기�때문�이라며��산업계에서�활용하기�좋은�만

만��전단력이�클수록�더�큰�결정이�생성됐다��결정�주위의�유체

역학을�시뮬레이션했더니�큰�결정�주위가�전단력이�크게�작용

회전력�작용

결정은�식품��의약품��반도체�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널리�활용되고�
결정을�더�크고�빠르게�만드는�기술은�공정�효율화에�매우�중요하다��
사진은�실리콘�결정이�사용되는�웨이퍼�

반적인�화학반응과는�다른�결과가�나온다�며��외부에서�가하

서�쓸�수�있는�새로운�기술을�찾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논문

Sun��Jian�Ke�et�al����Enhancing�crystal�growth�using�polyelectrolyte�solutions�
and�shear�ﬂow���Nature��2020��DOI��10�1038�s41586�0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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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글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과학으로 정치하는

두 가지 방법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과학을 대변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1995년 창설된 스웨덴 소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

과학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과학자가 대리인으로 국회에 진출하는

(IDEA)는 민주주의 확산을 단독 임무로 내세운 유일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신탁인으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소 50개국에서 전국 혹은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을 과학계와 관계된
과학계의 대리인과 정치계의 신탁인을 잘 키워 일란성 쌍둥이과

같은 ‘과학계의 정치 혐오’와 ‘정치계의 과학 무지’를 극복해야
제대로 된 과학기술정책이 가능하다.

국제기구다. IDEA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단위 선거가 연기됐지만, 18개국은 예정대로 진행
하고 있다.

정당별 공약 비슷…‘깍두기 신세’ 우려
코로나19 사태에도 진행 혹은 강행 중인 선거 중 최초

의 전국 단위 선거는 지난 4월 15일 우리가 치른 21대 국

회의원 선거였다. 부활절과 겹친 총선 나들이로 코로나

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차분히 마무리된 이번 선

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0일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 연찬회가 열렸다.

모델을 수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기술의 도구화 경향이 되풀이됐다.

투표이지 K-선거가 아니었다. 선거 당일 발열 검사, 일회

불구하고 연구현장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거는 수많은 외신 보도로 K(한국형)-방역에 이어 K-선거
하지만 이번 4·15 총선이 모범이 된 건 엄밀히 말해 K-

정작 수차례 진행된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도

용 장갑, 1m 이상 거리두기 등 투표장 관리가 성공한 것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단기성과 위주의 정량평가, 과

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중심운영제도(PBS),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초원천연

이지, 앞으로 국가의 4년을 맡길 사람들을 제대로 찍었
정당을 보고 찍자니 후보가 부족하고, 후보를 보고

다한 연구행정, 인건비와 고용 불안정 요소인 연구과제
구 진흥, 청년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계가 당

찍자니 정당이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다당제 안착과

면한 수많은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모든 과학기술계가

입했으나 정반대로 양당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군소정당

어갈지에 대한 공약이 없는 것이다.

군소정당 사표 방지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
사표도 훨씬 늘었다.

바라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어떻게 만들
과학기술과 어렴풋이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 이슈들

더더욱 이번 총선은 과학기술계에 커다란 아쉬움으로

을 공약에 넣다 보니 정당 이름을 빼고 공약을 보면 어

밥이었으나, 이번에는 찬밥도 아닌 깍두기 신세가 돼버

과학기술 관련 공약몇 개를 서로 섞어놔도 전혀 어색하

남는다. 이전 총선에도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이 종종 찬

렸기 때문이다. 이는 총선 직전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

느 당의 공약인지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 각 당의 주요

지 않다. 다들 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하고, 감염병 대응

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실시한 주요 5개 정당 과학

이 중요하며, 벤처를 잘 키우고,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무엇보다 과학기술계를 위한 공약이 없었다. 주요 정

내세운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비전 없는 사실 선언, 아

기술 공약 분석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창의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한다. 21대 총선에서 각 당이

당 10대 공약 중 과학기술 관련 분야로 집계된 57개 공

니 단순한 구호에 가깝다.

도모하는 것으로, 압축적 성장 시대 고질적이었던 과학

령선거에 비해 전국에서 300명을 채우는 총선에서 과학

약은 거의 모두가 과학기술로 경제산업 성장과 부흥을

물론 단 몇 명의 후보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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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 현장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기술 분야에 관해 각 정당이나 후보가 선명한 입장 차이

인건비와 고용 불안정 요소를 갖고 있는

결국 총선에 새로 나온 아이디어들이 국회에서 법안으

없이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

합하는 의제가 되고 궁극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술정치를 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과학기술

문제들이 많다. 단기성과 위주의 정량평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대표적이다

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로 다듬어지고, 총선 때 논란이 된 사안이 대선에서 경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신탁인’ 역할 잘 해야
이번 총선에 과학기술계를 위한 공약의 부재만큼 아쉬
운 것이 과학기술인의 부재다. 학력과 경력 기준으로 과

제대로 된 과학기술정책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과학

리인(delegate)을 잘 뽑아 국회에 보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에 신탁인(trustee)을 잘 만드는 것이다.

원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란 남의 의사를 대신

표명한다는 뜻인데,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의사를 가장 잘 알아주고 전달해 줄 사람을 뽑는 것

28명이 당선됐다.

동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노

기술계 인사들이 대거 앞쪽에 포진돼 있었다. 올해 21대

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교사, 의사, 변호사 등 대부분

총선은 과학기술계 후보자가 스무 명 안팎이고, 당선 역

시 5�6명 수준이다. 평소 과학기술 이슈에 관심이 많고
과학기술계에 우호적인 국회의원들을 합쳐도 열 명을

대리인

과학

신탁인

로 정치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

이다. 누가 그럼 나를 가장 잘 알아줄 사람인가�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각 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과학

과학계 출신
국회의원이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정치

당연히 나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사람이다. 예컨대 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과학 분야 각계
각층의 이익을
조정한다.

‘과학계의 정치 혐오’

동자 출신일 것이다. 노동자 대신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정치계의 과학 무지’ 모두 탈피해야

의 직능 관련 대의는 같은 직업군 출신이 하는 경우가

총선에서 과학기술인을 국회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역시 과학기술

로 만들 수 있는 비(非)과학기술인을 찾는 것도 중요한

많다. 즉 성별·나이·직업 등 비슷한 배경을 지닌 사람이

과학기술 현안과 의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안으

못 채운다.

인이 가장 훌륭한 대리인이다.

일이다.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다가 단지 과학자라는 이

상 가장 특이하게 치러진 만큼 과학기술계의 깍두기 신

거대한 이익집단이므로, 과학기술인에 의한 대리인적 대

랜 정치를 통해 단련된 국회의원이 과학기술 이슈에 본

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계가 다음

있다. 과학기술의 진흥과 활용이 정권과 정치를 넘어서

결국 과학기술계을 위한 정치의 핵심은 대리인과 신탁

안을 정리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필요하다.

요구는 국가 전체 관점에서는 다른 수많은 이익집단과

준연동형 비례제와 코로나 사태로 국회의원 선거 사

세가 이번 총선에 국한된 특이한 현상인지는 좀 더 시간

대선과 총선에서 좀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의제와 현
예전에 개인적으로 친한 과학자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면서 정치가 아니고 정책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

힌 적이 있었다. 국회에 몸담았거나 곧 입성할 과학기술

반면 과학기술계 역시 전국적 정치 지형에서는 하나의

의는 개별 이익집단의 이해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경합해야 한다.

시에 극복해야 한다. 대리인을 잘 뽑으려면 과학계가 막

따라서 국가 전체의 다양한 요구를 중재해 모두가 적

절히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

데, 정치는 권력과 이권, 야합과 술수처럼 도저히 과학과

는 것처럼, 과학기술 이슈 역시 과학기술계가 다 파악하

그럼에도 국회에서 정책만 바라보고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제대로 된 정치는 권

격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인을 잘 만드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 과학기술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붙여놓을 수 없는 이미지로 가득하다.

유로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 초대되는 것보다는 오

는 것이긴 하나, 특정 사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집단적

인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이다.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 활동으로 과학과 붙여놓아도 손색이 없는

st

선택을 위한 지난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가

학기술계 인사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20명이 당선됐

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비례위원 10명을 포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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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술수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공동

갖춰야 한다. 복잡한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신탁인을 두

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신탁인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

같은 ‘과학계의 정치 혐오’와 ‘정치계의 과학 무지’를 동

연한 정치 불신에서 벗어나야 하고, 신탁인을 잘 만들려
면 정치계의 과학 무관심을 털어내야 한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이자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 및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 부단장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이론과 쟁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등 공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정책 및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기초 및 거대과학정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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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Science Report

글 김호민�기초과학연구원�IBS��바이오분자�및�세포구조�연구단�CI
CDC

편집자주

QR코드를�
스캔하면�
�코로나19�
과학�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홈페이지를 통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COVID-

19)을 다룬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20회에 걸쳐 연재했다.
IBS 과학자들이 필자로 나서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발 빠르게

대중과 공유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과학 지식을

시민사회에 빠르게 소통하는 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1년 만의 팬데믹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Q&A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절성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한 유행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간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올해 신종

대표적인 궁금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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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모양이 태양의 코로나와 비슷해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의 일부분이 숙주세포의 단백질 가위에 의해 더 쉽게 잘릴 수 있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러스-2가 더 빨리 전염되고 확산되는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이름이 붙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숙주세포와 강하게 결합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

은 다르다.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수용체와 결합해 숙주세포

에 침투한다. 가령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2’,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DPP

(Dipeptidyl Peptidase)4’ 수용체와 결합한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분자생물학과 연구팀이 극저온전자현

미경(Cryo-EM)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도록 변형돼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이점을 사스 코로나바이

Q. 체내에서 어떻게 증식하나?
A.

인간 세포 시스템을
자기 것처럼 활용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를 보고 있자면 영화 ‘기생충’이 떠오른

바이러스-2의 입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사스 코로나바이

다. 영화 속 기태네 가족처럼 부유한(�) 숙주의 자원을 마치 제

됐다. 즉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세포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체 RNA에

러스와 유사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것처럼 활용하기 때문이다.

단백질 덩어리를 만든 뒤 단백질 가위로 덩어리를 잘게 쪼갠 뒤

스가 세포에 침투했다는 뜻은 아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

나를 가위로 잘라낸 뒤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

단백질의 일부분을 잘라야 비로소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한다. 이 과정에는 RNA 중합효소와 Nsp7, Nsp8 등의 단백질이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늘면

막에 있는 ‘TMPRSS2’를 단백질 가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각종 구성품(단백질)도 마련한다. 이때도 숙주세포의 단백질 합

병 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은 환자의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of probable bat origin”, Nature, 2020, DOI: 10.1038/s41586-020-2012-7

and is blocked by a clinically-proven protease inhibitor”, Cell, 2020, DOI:

Q.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뭐가 다른가?
A.

인간 세포의 수용체와
더 강하게 결합하도록 변형

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CDC)와 의료진, 과학자들은 신종 질
분석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 코로

나바이러스-2(SARS-CoV-2)를 발견했다고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
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1월 24일자에 보고했다.1

이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 2월 3일자에는 사스 코로나바이

한 결과,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간숙주인 천산갑을 거치면

과학자들이 알아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세포의 ACE2 수용체에 더욱 강하게 결합하고, 스파이크단백질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가 숙주

에 발표됐다.4

팬데믹(pandemic)으로 규정한 건 코로나19가 유일하다. 1946년
2009년 신종플루 확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금까지

막 바깥쪽 표면에 돌기 형태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촘촘히 달려

코로나바이러스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보면 바이러스

서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 숙

리포트�에 실린 글을 재편집했다.

러스-2의 유전체 전체 서열이 공개됐고,2 3월 26일자에는 홍콩과

WHO 설립 이후 팬데믹이 선포된 건 1968년 홍콩독감 사태와

아내고 국제학술지 ‘셀’ 3월 5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다.5

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해 숙주세포 표면에 강하게 부착한다는

이번 코너는 �코로나19 과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원인도 코로나바이러스다.
그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사람에게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3

중국 공동 연구진이 여러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을 비교

의미다. 이 내용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2월 19일자 온라인판

다만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세포와 결합했다는 것이 바이러

세포에 결합한 뒤 숙주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 가위가 스파이크

있다. 독일 연구팀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의 경우 호흡기세포
3 Zhou et al., “A pneumonia outbreak associated with a new coronavirus

4 Wrapp et al., “Cryo-EM structure of the 2019-nCoV spike in the prefusion

conformation”, Science, 2020, DOI: 10.1126/science.abb2507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SARS-CoV-2�

서 전파력과 증상이 강화된 신종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로 변해

1 Zhu et al., “A Novel Coronavirus from Patients with Pneumonia in China”,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 DOI: 10.1056/NEJMoa2001017

2 Wu et al., “A new coronavirus associated with human respiratory disease

in China”, Nature, 2020, DOI: 10.1038/s41586-020-2008-3

주세포의 단백질 합성경로를 이용한다. 바이러스는 일단 필요한

이 조각을 사용한다. 마치 프라모델을 만들기 위해 부품 하나하

조각난 단백질들은 서로 협동해 바이러스 유전체 RNA를 복제

관여한다. 동시에 바이러스는 RNA를 보호할 피막과 스파이크 등
5 Hoﬀmann et al., “SARS-CoV-2 cell entry depends on ACE2 and TMPRSS2

10.1016/j.cell.2020.02.052

스파이크 단백질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단백질 가위
(TMPRSS2)
ACE2(수용체)

인간 세포

단백질 가위
ACE2(수용체)

DPP4(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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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로를 갖다 쓰는데, 이를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비롯한 외

지름길이 필요하다. 신약 개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기존

복제된 유전체 RNA는 이 단백질과 합체해 비로소 완성체인

중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재빨리 찾는

피단백질, 막단백질, 뉴클리오캡시드단백질 등이 만들어진다.

환자에게 사용하던 다른 바이러스 치료 약물이나 신약 후보물질

하나의 바이러스 입자가 되고, 이후 세포 밖으로 나간다. 이런 식

것이다. 이를 ‘신약 재창출(Drug Repurposing)’이라고 부른다.

순간까지 숙주세포의 막성분과 물질 분비 시스템을 빌려 쓴다.

RNA 중합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약물

을 이어 간다.

회사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으로 태어난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마지막

방출된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에 침투해 다시 왕성한 증식 활동

신약 재창출은 기존 RNA 바이러스 치료제 중 단백질 가위나

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미국 제약

러스 약물 7종을 시험한 결과 렘데시비르가 바이러스 증식 억제

를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만 콕 집어 증식을 억제하는 신약을 만드
하지만 이번처럼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는 긴급 상황에서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의 생활사

68%에서 렘데시비르 투여 후 증상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상당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든다. 이 방식은 외부에서 스

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하자 하루 만에 증세가 호전됐고, 며칠 뒤

타나 추가적인 임상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6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모더나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합동연구

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다루나비르’, RNA 중합효소의 기능을 차

특히 급성 폐렴이 진행되던 미국의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에

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경증에서 중증까

하지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4월 10일자에

발표된 소규모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체RNA

N(뉴클레오캡시드단백질)
세포 외 배출
(-) 하위유전체RNAs

단백질 절단

비구조적 단백질

(+) 하위유전체RNAs

복제효소-전사효소 복합체

RNA 복제
이중막 소낭

번역(단백질 합성)

S

E

N

전사

(-) 유전체RNA

(+) 유전체RNA

단하는 신종플루 치료제 ‘파비피라비르’, C형 간염치료제 ‘리바

가짜 수용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속이는 전략도 있다. 유럽

소포체-골지체
중간 구획
핵단백질체
핵

세포질

임상 1상에 돌입했다.

비린’,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페론, 항말라리아 치료제 클로

과 캐나다 공동 연구진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로 재조합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다. 가짜 ACE2 수용체를 제작한 뒤 몸속에 주입하고 사스 코로

로퀸 등이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가짜’
단백질과 ‘가짜’ 수용체로
활용해 개발 중

ACE2를 개발해 국제학술지 ‘셀’ 4월 24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

나바이러스-2가 이를 진짜 수용체로 인식해 결합하게 만들면 바
이러스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사멸하는 원리다.

비슷한 원리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삼는 중화항체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AI)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양의 분자화합물을 빠른 속도
로 스크리닝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 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결합은 바이러스

군분투하는 의료진들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이

를 개발하기 위해 이 길목을 차단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다. 빠르게 전파되고 진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속도 못지않

‘mRNA-1273’이 대표적이다. mRNA-1273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고 믿는다.

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핵심 과정이다. 연구자들은 백신과 치료제

골지체

소포체

M

(+) 유전체RNA

팀은 3월 16일 사람에게 처음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투여하면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스파이크 단백질을 겨냥한 신약 개발도

소낭

파이크 단백질을 제조해 몸으로 투여하는 방식보다 백신 개발

이외에도 단백질 가위의 기능을 차단하는 에이즈(AIDS·후천

A.

M(막단백질)

외피 벗겨짐

pp1a 단백질
pp1ab 단백질

수의 환자에서 간 독성, 설사, 발진,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

Q.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 전용 치료제 나오나?

E(외피단백질)

번역(단백질 합성)

폐렴환자로부터 분리한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를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관찰한
이미지(왼쪽)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상피세포의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섬모(파란색),
세포외 바이러스 입자(빨간색),
바이러스 소체(초록색)의 모습이
보인다.

효과에서는 가장 뛰어났다.

S(스파이크단백질)

수용체

1㎛

팀이 사스 코로나바이러스-2에 감염된 세포에 시판되는 항바이

 이러스가 RNA 복제할 때 쓰는
바
중합효소 작용 억제

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100㎚

과 모양이 비슷해 RNA 중합효소의 기능을 억제한다. 중국 연구

복잡하고 정교한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 유전체RNA

B

렘데시비르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아데노신3인산) 핵산

Q.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왜 효과 있나?
A.

A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Morderna)가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

유전정보를 담은 전령(m)RNA다. 백신을 주입해 우리 몸속에서

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

게 인류도 빨리 팬데믹을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것이라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를 면역세포가 인식해

김호민

6 Jonathan Grein et al., “Compassionate Use of Remdesivir for Patients
with Severe Covid-19”,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 DOI:

IBS 바이오 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을 이끌며,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의 3차원

10.1056/NEJMoa2007016

2007부터 2011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UC샌프란시스코)

생물물리및생물화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1년부터 KAIST

의과학대학원 부교수로 단백질 구조생화학을 연구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는
분자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kimhm@ib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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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김 부연구단장은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에서

전자구조 그룹을 이끌면서 초전도체의 임계온
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초전도체의 상용화

에 기여했다.

남창희 단장과 김창영 부연구단장,
‘과학의날’ 정부포상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남창

희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장이 과학기술훈

기후물리 연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과학의날 과학기술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

했다. 이번 수상에서는 2019년에 성과를 발표

한 연구자들 중 총 7명에 포상이 수여됐으며,

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구원, 울산과학기술(UNIST) 소속 연구자들

포과학 그룹)이 이끄는 연구팀은 2014년 뇌의

이 함께 선정됐다.

남 단장은 국내 레이저

남창희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단장

상했다. 남 단장이 이끄는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은 고출력 펨토초(fs·1fs는

1000조분의 1초) 레이저와

초고속 광과학 분야 기반

김창영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부연구단장

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같은 달

석복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장(2013년), 염
년), 박제근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부연구단장

약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성과 100선을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루오

했다.

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보다 값싼 다결정 금속 포일을 손쉽게 고

프라 및 노하우와 뉴로바이오젠의 연구역량이

는 기술을 개발해 2018년 11월 국제학술지 ‘사

이 단장은 “연구단이 보유한 뇌 질환 연구인

구를 제시할 것”이라며 “세라마비 임상시험은
행하며 임상적 유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로드니 루오프 단장 등 3人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합연구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지 기능 개

선 및 회복 효능을 가진 후보물질인 세라마비

루오프 단장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

프 단장이 이끄는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은

배 팀장과 김 선임행정원은 각각 기관평가와

가 인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용근 단장
2019 ‘한국과학상’ 수상
오용근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장이 국립과

천과학관에서 열린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원이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

했다.

배대웅 정책팀장, 김혜민 연구관리팀 선임행정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물질이다.

상’ 수여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통합 시상식에서 2019년 ‘한국과학상’을 수상

IBS가 출범 5년 차 5개 연구단에 대한 성과평

위를 받은 오 단장은 기하학 분야에서 국제적

년이 지난 ▲순수물리이론 연구단(단장 최기

제1차 연구단장으로 선정돼 기하학 수리물리

오프) ▲첨단연성물질 연구단(단장 스티브 그

클리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연구진은 알

와 명예를 높이고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학자로, 2012년 IBS의

세라마비가 가바 과생성을 유도하는 마오비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139명에게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

2003년부터 매년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과

IBS, 출범 5년 차 연구단
성과평가 완료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미국 버

을 받았다.

일시적인 증상 개선에 그친 기존 치료제와

(2016년) 등 4명의 한국과학상 수상자를 배출

부가가치의 단결정 금속 포일로 변환할 수 있

로드니 루오프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장과

(코드번호: KDS2010)를 개발했다. 세라마비는
치매 환자의 뇌에서 과생성되는 가바의 양을

한웅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2015

포상이 수여됐으며, 이 중 IBS 소속은 3명이다.

고 밝혔다.

츠하이머성 치매 모델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st

이로써 IBS는 지금까지 오 단장을 비롯해 장

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성별세포에서 과생성 및 분비되는 신경전

트·1PW는 1000조W)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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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뿐 아니라 파킨슨병, 비만, 뇌졸중, 척수손상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여

달리 세라마비는 치매의 원인까지 해결할 수

저 개발에 성공했다.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물론 척수손상 및 비만에 대한 심화연구를 수

을 구축하고 2016년 세계

최고 출력의 4PW(페타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레마비가 치

이창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인지 교세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치매DTC융

음을 밝히고, 2019년 10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교위상수학의 주 연구 도구로 자리매김하는데

이언스’에 발표한 바 있다.

지역에서 발상해 기후변화로 인해 처음 이주했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

으로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을 위한 추가 치료기전 연구, 효능 평가 등 공동

어우러져 치매 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돌파

달물질인 가바(GABA)가 인지기능을 저해하는

연구진과 함께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 칼라하리

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로서 플로어 이론이 사

히 연구되고 있는 사교기하학 및 거울대칭분

제 후보물질인 ‘세라마비(SeReMABI)’ 기반 신

악셀 팀머만 기후물리 연구단장은 국제공동

과학 분야 위상을 세계적

세포를 바탕으로 개발된 세레마비의 신약 개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표적인 반응성별

서, 이번 협약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력소

IBS와 바이오기업 뉴로바이오젠이 치매 치료

은 2명이다.

대기하학과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

해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치매 신

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

IBS 외에도 서울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천문

수상을 주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

론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

험에 성공하면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

로 홍보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0년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4

(MAO-B)의 작용을 억제해 인지기능 개선은 물

에도 효능이 있다고 밝혀진 만큼, 향후 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처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성과 홍보 유공

명으로 총 79명에 수여됐으며, 이중 IBS 소속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공동연구 나선다

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인의 자긍

상하고 있다. 2020년 정부포상은 훈장 26명과

등이 보도됐다.

이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

투자에 따른 연구성과 창출과 이를 적극적으

심 고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해 1975년부터 매년

7건, 지면 10건, 국내외 온라인 기사로 131건

기후물리 연구단이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장 웅비장(3등급)을, 김창영 강상관계 물질 연
구단 부연구단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발표 및 보도자료로 배포돼 방송

가를 마쳤다. 평가대상에는 연구 착수 이후 5

운)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단장 로드니 루

래닉) ▲유전체 교정 연구단(단장 김진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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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단장 야니스 세

메르치디스) 등 5개 연구단이 포함됐다.

면역질환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이전

성과를 올렸다.

차 CI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

국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도심 속 휴식 공

도 인공지능과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를 통해 사

간을 콘셉트로 설계됐다.

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2층에는 강당과 컨퍼런스홀이 있다. 3층에

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 수행을 위해 각 연구

밝히기 위한 기초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동

다. 약 2만여 권의 자료를 소장한 과학도서관은

국내외 연구그룹과의 집단연구를 통한 시너지

획”이라고 밝혔다.

복합문화공간,
IBS 과학문화센터 개관

이후 학술적 진보와 학문적 명성을 종합적으로

희귀 핵 연구단
본원 연구단으로 출범

과학을 보고,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복합문화

양과학 분야 원서 3700여 권을 비롯해 소장 자

했다. 개관식은 대전 도룡동 IBS 과학문화센터

또 IBS 홍보관은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

IBS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

학의 특성에 따라 연구 착수 5년 후 평가를 진
행하고 있다. 평가단은 논문 실적 중심의 정량

시에 다양한 기술이전 사례를 발굴해나갈 계

효과, 새로운 연구 도전 여부 등 연구단 구성

IBS는 2019년 초부터 해외석학을 중심으

IBS가 면역 및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

기 두 차례에 걸쳐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진행했

옴㈜(대표이사 임신혁)에 이전했다. 기술이전

로 연구단별 평가단을 구성해 상반기와 하반

호기심에 의해 시작된 기초 연구가 인류의 행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류의 미래를

분야의 국제적 석학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평가해 6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노도영 IBS 원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과학적

차미영 CI
제4회 젊은정보과학자상 수상

공간인 과학문화센터가 IBS 대전 본원에 개관

하는 ‘제4회 젊은정보과학자상’을 수상했다.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언스 그룹 CI가 한국정보과학회(KIISE)가 수여

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단에는 해외 9개국

되는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유래 프로바이오

써 IBS는 29명의 연구

젊은정보과학자상은 대한민국 정보과학 발전

틱 균주 관련 기술이다. IBS 연구진은 모유 수

IBS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타 연구진

역과민 질환 발생이 적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창출하고, 국내 인재 및 여성과학자를 유치해

이 균주는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거나 억제

총 40명이 참여했다.

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집단 연구의 시너지를

육성하는 등 연구단의 연구역량 강화 및 영향

유를 한 어린이들에게서 아토피 피부염 등 면

연구를 시작했다.

해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T세포(Treg)를 유도

력 확장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할 뿐만 아니라, 면역활성물질인 베타글루칸(β

연구단 운영에 반영된다.

분으로 하는 면역 및 염증성 질환 개선용 건강

평가결과는 연구단별 연구비와 자원 배분 등

st

역할을 인정해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제공하는 공간인 과학문화센터는 과학에 대한

예일대, 캘리포니아공대(Caltech), 일본 이화학

굵직한 연구실적들을 냈다.

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유한 인물이다. 미국

한국정보과학회는 학계에서 차 CI의 선도적

CI는 데이터사이언스 및 소셜컴퓨팅 분야에서

델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간 게재된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 동위원소의 발견 등 우주 원소의 기원을

주목을 받았다.

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을 이전해 기초과학 연

국은 핵물리 분야의 후발주자이지만, 국내 희

글로벌 국제학술대회인 ‘EMNLP(Conference

인정받는 연구를 수행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Processing)’에 초청돼 ‘소셜컴퓨팅 분야가 당

한해에만 계약총액 2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인 ‘시네마루프’, 개인 PC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핵천체물리 분야에

희귀 핵 연구단 단장으로는 한인식 이화여대

야 연구에 매진해왔다.

노력해왔다. 이번 기술이전을 포함해 2019년

IBS 과학문화센터(이하 과학문화센터)는

건립이 시작됐다. 과학자와 국민이 교류하고

는 31개의 연구단으로 운영된다.

나며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만 40세 이하 연구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조절T세포를 유효성

구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도록

가 운영될 예정이다. 3층 사이언스 라운지에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Investigator)가 이끄

으며, 지난 20년간 이화여대 교수로 핵물리 분
한 단장은 “무거운 원소의 생성과정, 새로운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록 한

귀 핵물리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세계적으로

밝혔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가짜 뉴스 탐지, 위

성영상을 통한 경제지표 유추, 불면증 감지 모

논문들은 총 1만3000회 이상 인용되며 학계의
한편 차 CI는 2019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를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꾸려졌고, 2층 강당

진흥재단 이사장,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

IBS가 운영하는 시민 개방공간으로 과학기술

연구소(RIKEN) 등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연구했

그간 IBS는 면역항암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날 행사에는 정용래 유성구청장, 정윤기

에 공로가 인정되고 연구개발 실적이 매우 뛰어

한인식

희귀 핵 연구단 단장

-1-6-glucan)을 생산한다. 향후 균주를 유효성

분으로 하는 세포치료제 등 다방면으로 활용

62 IBS Research | 14th Issue | 2020 1

단장과 3명의 CI(Chief

료의 60% 이상이 과학도서로 구성됐다.

과 컨퍼런스홀에서는 여러 과학 프로그램 행사

년 12월 16일부터 연

의 세계적인 석학 28명과 국내 전문가 12명 등

과학다큐, 해외 과학잡지 등이 구비돼있다. 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

계약 체결식은 대전 IBS 본원에서 열렸다.

구에 착수했다. 이로

다른 도서관에서 접하기 힘든 교양 과학서적,

차미영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 사이

다. 평가결과는 연구단 선정‧평가위원회(SEC)

이전된 기술은 신생아의 분변에서 주로 발견

는 편의·휴게 공간인 사이언스 라운지가 자리한

지 IBS의 역사와 대형 연구시설, 주요 연구성과

희귀 핵 연구단이 신규
본원 연구단으로 2019

1층에는 과학도서관과 전시관 및 IBS 홍보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질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을 이뮤노바이

의 종합평가와 과학자문위원회(SAB)의 자문

회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

는 과학도서관에서 대여한 영상자료를 시청할
를 이용하거나 토론 등 그룹 활동이 가능한 ‘사

정보통신부, 대전시, IBS의 다자간 협약에 따라

이언스 갤러리’, IBS 본원과 한빛탑이 보이는 루

소통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프탑 ‘가든 테라스’ 등 도심 속의 여유를 즐길
노도영 IBS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지원, 대전시의 토지 무

상 임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오늘 과학문화센

터 개관을 가능하게 했다”며 “IBS 과학문화센
터는 과학문화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네이처 “IBS 설립,
한국의 기초연구 투자 대변”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5월 28일 ‘네이처 인덱

면한 도전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하면서 IBS 관련 내용을 특별히 조명했다. 네이

스(Nature Index) 2020 한국 특집호’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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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례다.

김빛내리 RNA 연구단장은 네이처와의 인터

전 세계에서는 17위를 기록했다. 2015년 대비

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성과

는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를 낼 수 있었다”며 “IBS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

(CRISPR-Cas9)를 사용해 인간 배아에서 심

평가를 받는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시

Springer Nature

냅스 뇌질환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

험실을 구축하고 자체 연구개발로 실험 설비를

자 연구단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RNA

한 유전체 교정 연구단과, 강원 양양에 지하실

마련해 암흑물질 탐색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하실험 연구단, 고(古)기후를 분석해 현생인류

의 발상지를 확인한 기후물리 연구단 등의 사

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기관별 논문 수와 공유

조를 대변한다”고 분석했다.

째 접어들면서 연구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장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

례를 IBS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소개했다.

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이 기초연구 투자 기

IBS는 2020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2012년 연구에 착수한 8개 연구단이 운영 8년

세계박람회(EXPO) 이후 27년 만이다.

구 강조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2011년 기

성장한 정도를 평가하는 신흥 기관 순위에서

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이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네이처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전략이 정

승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는 국내 1위를,

뷰에서 “최첨단 시퀀싱 장비를 마련하고 바이

러스학자, 미생물학자, 컴퓨터과학자 등 각 분

처가 한국을 특집 기사로 다룬 건 1993년 대전

했다. 지난해(170위)와 비교해 순위가 소폭 상

단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나노입
연구단 ▲강상관계물질 연구단 등 8개 연구단

이 대상이다.

네이처가 전 세계 상위 82개 자연과학 분야

수로 분석해 순위를 결정하는 ‘네이처 인덱스’

에서 올해 IBS는 전체 종합 순위 167위를 차지

네이처는 또 “IBS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를 모델로 설립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석학을 연구단

장으로 영입해 자율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10년간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해 기초과학 경
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IBS는 암흑물질, 나노기술, 유전

자,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

단 30개를 꾸렸고, 연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단’이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

나바이러스-2(SARS-CoV-2)가 숙주세포 내에
서 생산한 유전체 전체를 분석한 연구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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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들을 대거 창출했다. 최근 ‘RNA 연구

IBS의 네이처 인덱스 2020에서 전 세계 정부 산하 연구기관 중 17위�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중에서는 서울대� KAIST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네이처 인덱스를 평가하는 지표인 공유 수�share�는 미국 하버드대보다 높게 평가됐다�

Ch��135는�블로그와�포스트��페이스북�등�IBS의�SNS�채널을�통합한�브랜드입니다��
과학�콘텐츠를�한눈에�

블로그

행사�참여와�소통�공간�

포스트

페이스북

영상으로�보는�IBS

유튜브

IBS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한눈에�볼�수�있는�블로그

IBS에서�진행하는�다양한�행사에�참여하고�함께�소통

미처�참여하지�못한�IBS의�강연이�궁금한�분들��IBS�연구

IBS�블로그에�방문하면�모든�궁금증이�단번에�해결��다

입니다��IBS�페이스북�페이지에�방문하기만�해도�저절로�

IBS�유튜브를�소개합니다��IBS�연구단의�연구결과를�이

연구자들의�연구�주제가�궁금하다면��대체�과학자들이�

한�강연과�퀴즈�이벤트��과학계�소식을�한눈에�볼�수�있

한�아름다운�사진과�영상도�볼�수�있어요��앞으로�종횡무

복해냈는지��그�비밀은�포스트에서�찾을�수�있습니다��

고레고��

와�포스트를�소개합니다��최신�IBS�소식이�궁금하다면��

양한�행사와�최신�과학�칼럼까지�볼�수�있습니다���IBS�
왜�이런�연구를�하게�됐는지��어떤�방법으로�어려움을�극

하고�싶은�분들을�위해�마련한�공간��바로�IBS�페이스북

쌓이는�과학�지식과�푸짐한�경품을�놓치지�마세요��다양

는�IBS�페이스북�페이지를�지금�바로�팔로우하세요��레

단에서�일하는�연구원들의�일상이�궁금한�분들을�위한�
해하기�쉽게�동영상으로�정리해드립니다��연구�중에�발견

진�활약할�IBS�유튜브�캐릭터��게놈�에�많은�기대�부탁드

리며��IBS�유튜브�채널���구독�과��좋아요��눌러주세요��

IBS�유튜브�캐릭터�네이밍�프로젝트
기초과학연구원�IBS��유튜브�채널이�2020년�개편을�진행했습니다��그에�발맞춰�유튜브�캐릭터가�만들어졌는데요��
바로��꽃게�입니다��꽃게�캐릭터는�IBS�본원에�설치된�조형물에서�영감을�받아�탄생했습니다�

새롭게�IBS�유튜브를�책임질�꽃게�캐릭터의�이름을�지어주기�위해�IBS�공식�페이스북을�통해�2월�3�16일�네이밍�

당선작

게놈

프로젝트�이벤트를�진행했습니다��100명이�넘는�분들이�참신한�아이디어를�대거�올려주셨습니다��
�기지게���뭉게뭉게��등�수많은�후보가�등장했고��2월�21일�대망의�당선작이�발표됐습니다�
당선작은�바로��게놈�입니다��새로운�캐릭터인�게와�유전체를�뜻하는�게놈�genome�을�
모두�연상시키는�멋진�이름입니다��앞으로�IBS�유튜브에서�대중과�소통하며�
IBS의�기초과학연구를�소개할�게놈의�활약상��많이�기대해주세요��

IBS�research를�읽고

페이스북�메시지�또는

e메일�ibs_oﬃcial@naver�com�로
의견과�소감을�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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