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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People

IBS X UNIST 시너지로

연구에 날개를 달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대전 본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타 대학들에 캠퍼스

공동 연구팀은 2차원 절연체 물질인 ‘육방정계 질화

붕소(h-BN·hexagonal boron nitride)’ 분자를 엇갈려
쌓은 적층 구조를 생성해 여기에 전도 채널을 구현했다.

연구팀은 원자 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해
h-BN이 서로 맞닿아 있는 적층 경계면에서 원자 하나

두께의 전자통로가 길쭉한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돼 있

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

연구단과 외부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20년 3월 6일자에 실렸다.1

기간 제한 없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성 소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IBS와 UNIST 연구

창의적인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협력해 연구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현재 3개의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단을 유치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IBS와 UNIST의 교집합이 된 사람들을 만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들어봤다.

이 그룹리더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 기능

팀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연구한 덕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그룹리더가 IBS와 UNIST에 공동으로 소속돼 연

구를 한 건 2019년부터다.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장 겸 UNIST 특훈교수인 로드니 루오프가 UNIST에

재직 중이던 그에게 합류를 제안했다. 그래핀 분야의 대
가인 루오프 교수는 이 그룹리더와 수년 간 함께 연구했

던 인연이 있었다.

공동의 목표 세우고 함께 달리는
개방된 연구 협력
이종훈 그룹리더

2011년 UNIST에 오기 전까지 그는 미국 서던캘리포

니아대와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국립전자현

미경센터(NCEM)에서 투과전자현미경을 개발하고 이
를 활용해 물질의 근본적인 구조와 특성을 탐색하는 연

구를 했다. 특히 2004년 ‘꿈의 소재’라고 불리던 그래핀
을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때마침 그가 일하고 있

“미국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공

던 LBNL에서 그래핀 연구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새롭

그와는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의 벽이

하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연구를 진행해왔지만 IBS에 소속돼 연구한다는 건

완전히 허물어진 느낌이랄까요.”

2020년 10월 14일 UNIST 원자스케일 전자현미경 연

구실에서 만난 이종훈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분

게 개발중이던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으로 탄소 원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그룹리더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

용해 탄소와 저차원 소재의 성장, 결함, 변형, 특성 등을

원자 수준에서 관찰하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런 기술을

석그룹리더(UN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연구 협력의

실시간으로 실험하는 기술도 구현하고 있다. 이런 연구

그가 이끄는 IBS, UNIST 연구팀은 올해 초 싱가포르

는 “물질을 만들고, 더 나아가 물질의 물성이 어떻게 나

개방성을 가장 큰 교집합 시너지로 꼽았다.

는 한 분야의 전문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 그룹리더

난양공대, 세종대 연구팀과 함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

타나는지를 계산하고 구조와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며

성과를 이뤘다.

1 Hyoju Park et al., “One-dimensional hexagonal boron nitride conducting
channel”, Science Advances, 2020, DOI: 10.1126/sciadv.aay4958

연체 물질에 부분적으로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만드는 큰

4 IBS Research | 15th Issue | 2020 2nd

이종훈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분석그룹리더
(UN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미국, 유럽을 거쳐 IBS에 온 이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자들의 열정
올란도 쉐러 부연구단장

이종훈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분석그룹리더는
“UNIST 인프라에
IBS의 장비 투자
여력이 합쳐져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올란도 쉐러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부연구단장은

2017년부터 UNIST 생명과학부 특훈교수도 맡고 있다.
그는 암의 발생 원인을 찾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장비를 다루는 실험과학자, 계산과 분석을 위한 이론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것을 향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그런 그가 한국에 온 이유는 뭘까. 쉐러 부연구단장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함께 연구한다”며

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처럼 계속 성장 중인 국가는

성장했고,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영

“공동 연구자들끼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바

연구 분위기와 환경이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고 있다”고 말했다.

체 항상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동료인 명경재 IBS

연구 효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UNIST에서 갖추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세계

로 연구를 제안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나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2017년 미국에서 연구하던 쉐러 부연구단장은 유전

최고의 유전체 항상성 연구소와 연구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고, IBS에 합류했다.

화된 장비 투자 여력이 합쳐져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냈

과학부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DNA 위를 움직이며

다”고 말했다.

올란도 쉐러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부연구단장은 아시아
지역에 세계 최고의
유전체 항상성
연구소와 연구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고, 2017년 IBS에
합류했다.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장이 한국에서 새 연구소를 준비

등을 IBS 지원으로 장착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그룹

리더는 “UNIST 기본 인프라에 IBS의 특정 연구에 특

IBS에 합류한 이후 그는 지난해 이자일 UNIST 생명

손상 부위를 찾는 단백질의 이동 원리를 밝혀내는 연구

확인한다는 것과, XPC-RAD23B 단백질이 DNA 위의

성과를 냈다. 이 연구는 2019년 8월 2일 국제학술지 ‘뉴

다른 단백질을 피해 움직인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를 통해 장기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기간에 제약 없

견(Breakthrough Article)’으로 주목받았다.

되는데, 그럼에도 돌연변이가 적은 것은 몸속에서 손

높아졌다.

자 분광학 기술을 이용해 DNA 위에서 움직이는 ‘XPC-

구 과정엔 다양한 단백질이 작용하는데, 이번 연구는

또한 덕분에 UNIST 학생들은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IBS 소속 연구자들과 다양한 공동연구

이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연구의 질과 수준도
이 그룹리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나아지면 외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작

은 물질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연구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t

(ETH) 등에서 화려한 연구 경력을 이어왔다.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 역량은 10~20년 사이에 크게

있는 기본 장비 외에 추가로 필요한 특성화된 연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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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그동안 미국 하버드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IBS는 다양한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

의 환경이었다. 이 그룹리더는 “IBS에 소속된 교수들이

IBS는 소속 교수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이자 화학자다. 쉐러 부연구

클레익 에시드 리서치’ 온라인판에 게재되며 ‘중대한 발
2

연구팀은 ‘DNA 커튼(Curtain)’이라고 불리는 단분

RAD23B’ 단백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이 단백질이 DNA를 따라 움직이며 손상 부위를
2 Nayoung Cheon et al., “Single-molecule visualization reveals the

damage search mechanism for the human NER protein XPC-RAD23B”,
Nucleic Acids Research, 2019, DOI: 10.1093/nar/gkz629

DNA는 자외선이나 유독물질에 쉽게 손상되고 변형

상된 DNA를 찾아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때문이다. 복

XPC-RAD23B 단백질이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복

구 과정의 시작임을 밝혀 DNA 손상으로 생기는 다양
한 유전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

최근 쉐러 부연구단장은 DNA를 화학적으로 조작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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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 쉐러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부연구단장
(UNIST 생명과학부 특훈교수)

올란도 쉐러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부연구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인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5개
대륙 출신의 다국적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다.

DNA의 손상 과정과,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과정을

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있다.

러 부연구단장은 긍정적으로 봤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DNA를 원상 복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이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 않아 돌연변이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것이 반복되면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

따라서 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OECD)에 속한 국가 중 가장 높다. 총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해 암 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손상된

경우 유전적인 문제로 이런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DNA를 고쳐 원래대로 복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내

한국이 과학과 공학의 가치를 높게 매긴다는 점도 쉐

는 과학기술 연구 관련 투자를 줄이는 추세인데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2018년 연구개발활동

구개발(R&D) 투자 비중이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도 85조 7287억 원(약 779억 달러)으로 OECD 국가 중

야 한다. 쉐러 부연구단장은 돌연변이가 DNA 염기서열

5위를 차지한다.

발생한 부위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연구하기 쉬운 환경 덕분”

중 어떤 부위에서 발생했는지를 찾아내고, 돌연변이가

그는 “미국, 스위스 등이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은

있다.

이라며 “IBS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

한 중요한 연구”라며 “기초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말했다.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는 “여러 문화권의 학생들

쉐러 부연구단장은 “이는 적합한 치료 약물을 찾기 위

수 있는 IBS 같은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고
또한 쉐러 부연구단장은 “한국엔 잠재력 있는 학생

과 능력이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다”며 “특히 IBS와

UNIST에는 넘치는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

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외국의 유능한 학생들도 IBS

실제로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총 5개 대륙에서 모인

이 모일수록 더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며
“이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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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line

21세기 가속기 전쟁

가속기(accelerator)는 여러 입자의 속도를 높이는 장치다. 물리적으로 입자의 속도는 곧 에너지다.

즉 가속기는 현실에서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초고에너지 현상을 만들어 낸다. 거대한 별의 최후에 관측되는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의 내부를 재현한다. 전자기파의 일종인 X선으로 신체 내부를 촬영하듯, 속력을 높인

양성자 빔이나 중이온 빔으로는 생체분자의 살아있는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속기 기술은
기초과학 연구의 ‘키(key)’로 통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이른바 가속기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가속기 개발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가속기 개발 후발주자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국내외 가속기 개발 현황과 이를 활용한 연구의 최전선을 살펴봤다.

Part 1
Part 2
Part 3

전 세계가 가속기에 주목하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지금!

인류의 우주적 기원을 찾아서 &
블랙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IBS

Frontline

PART 1

글 김은산 고려대 가속기과학과 교수

우 주

연 구 의

새 로 운

대형가속기 시설은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바로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구는 물론, 새로운 입자를 찾는 연구

한 우주항공 기술처럼 여러 최첨단 기술들이 총망라돼 있기 때

시작해 2050년경 첫 충돌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터(barometer·가늠자)’다. 가속기에는 로켓 발사체 개발을 위

전 환 점

전 세계가
가속기에 주목하다

문이다. 그래서 기초과학부터 응용 기술 창출까지, 가속기의 파

등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40년경 공사를
한편 중국과학원 산하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IHEP)도 힉스

급 효과는 막대하다. 전 세계적으로 양성자 가속기나 중이온 가

입자 등을 연구하기 위해 2018년 100km 규모의 원형전자양성

유도 이 때문이다.

에 건설을 시작해 2030년경 본격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

속기, 방사광 가속기 등 다양한 대형가속기 시설이 들어서는 이

자충돌기(CEPC)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EPC는 2022년

우리나라에는 1995년과 2016년 완공된 2기의 포항 방사광

역시 총 31km 길이의 국제선형가속기(ILC)를 2030년 본격 가

양성자 가속기가 있다. 여기에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건설 중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3년부터 경주에서

가속기, 2012년 완공된 뒤 이듬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경주

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대형가속기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둘레 100km 초대형 양성자 가속기

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 길이 75m의 선형 가속기로,

100MeV(메가전자볼트·1MeV는 100만eV)까지 초당 1경 개의
양성자를 가속해 다양한 종류의 입자와 충돌시킨다. 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구리(Cu)와 스트론튬(Sr),

악티늄(Ac) 등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반도체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속기란 기본 입자를 높은 속도로 가속하는 장치다. 당초 핵물

희귀 핵 생성하는 중이온 가속기

리학, 입자물리학 등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의 탐색 도구로

서 개발됐고, 실제로 이를 통해 원자와 핵, 쿼크 등 입자의 구성
요소들이 발견됐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중이온’이라고 부른다. 자연 상태에 존

분류할 수 있다. 주로 전자, 양성자, 중양성자, 중이온, 방사성 이

다른 원소와 충돌시키면,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무작

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2차 또는 3차 반응을 유도해 이때 발

온 가속기는 미발견 동위원소나 새로운 원소 등 희귀 핵 연구의

가속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대표적인 대형 중이온 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총 5기가 운

가속기는 가속하는 입자나 발생하는 입자, 이용 분야 등으로

온 등 가속하는 입자에 따라 구분한다. 가속하는 입자를 그대
생하는 입자를 이용하는 가속기도 있다.

핵심이다.

영되고 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는 2007년부터 운영하

(神)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Higgs) 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

번 니호늄(Nh)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에는 중이온가속

여하는 입자를 말한다. 이런 성과로 인해 LHC는 입자 연구의

입자물리연구소(TRIUMF)가 1998년과 2007년 각각 가동하기

CERN은 2020년 6월, 그동안 검토해 온 ‘미래 원형 충돌기

우리나라에서는 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이 중이온

렸다. 힉스 입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16개 소립자에 질량을 부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FCC)’ 건설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FCC는 80~100km 규모의

CERN

위로 결합해 희귀 동위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이

(CERN)가 운영하는 ‘거대강입자가속기(LHC)’다. 둘레 27km의
원형 가속기인 LHC는 양성자 빔의 충돌실험을 통해 2012년 ‘신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가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인 차세대
가속기인 미래원형충돌기(FCC·Future
Circular Collider)의 내부를 보여주는
개념도다. FCC의 둘레는 약 100km로
현재 운용 중인 거대강입자가속기(LHC)
보다 약 4배 길다.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Higgs) 입자의 성질을 규명하는
연구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등을 가속한 중이온 빔을

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RIBF’를 이용해 2016년 원자번호 113

기연구소(GSI)의 ‘FAIR’가 구축 중에 있고, 캐나다에는 국립핵
시작한 ‘ISAC-Ⅰ’과 ‘ISAC-II’가 있다.

가속기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1

초대형 가속기로, 충돌 빔 에너지는 최대 100TeV(테라전자볼

년부터 대전 신동지구에 ‘라온’을 건설하는 중이다.

속기가 건설되는 것이다. FCC가 건설되면 힉스 입자의 성질을

이용해 중이온 빔의 에너지를 우라늄 기준 최대 200MeV/u(통합

트·1TeV는 1조eV)에 달할 예정이다. LHC보다 약 7배 강력한 가

라온은 초전도 선형(SCL·Super-Conducting Linac) 가속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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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질량단위 당 메가 전자볼트)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

기엔 초전도 시스템은 물론 극저온시스템과 초진공시스템, 정

진화를 거듭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밀제어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돼 있다.

방사광 가속기는 매우 가벼운 입자인 전자를 광속에 가깝

기인 ‘FRIB(Facility for Rare Isotope Beams)’도 라온과 같

(storage ring) 내부를 오랫동안 돌아다니게 해서 방사광(자

미국 미시건주립대가 주도하고 있는 희귀 동위원소 빔 가속

은 초전도 선형 가속기를 이용한 중이온 가속기다. 2021년 준

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FRIB가 완

성되면 중이온 빔을 200MeV/u까지 가속하고 표적에 충돌시켜
400kW의 에너지를 갖는 희귀 동위원소를 생성시킬 수 있다.

게 가속한 다음, 입자가속기 싱크로트론의 일종인 저장링

외선, X선 등)을 방출시키는 원리다. 방사광을 이용하면 신소
재부터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까지 물질의 정밀구조나 동역
1947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전자 싱크로트론

(입자가속기의 한 종류로 입자가 원형 궤도를 빠르게 돌도록

이온 가속기로 찾은 희귀 동위원소의 생성과정을 규명하는 것

관측됐고, 1960년대부터 방사광이 과학 연구에 활용되기 시

은 우주와 별의 진화 연구에 출발점이 된다. 또 그 특성을 밝히

면 화학과 생명과학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든 장치)에서 이론적으로만 예측됐던 방사광이 처음으로
작했다. 다른 실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방사광을 얻는 전자
싱크로트론이 1세대 방사광 가속기다.

방사광(자외선, X선 등) 가속기를 활용하면 신소재나 단백질의 정밀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포항가속기연구소가 운영하는 3세대 저장링형
방사광 가속기와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 전경이다. 2022년부터는 청주에
4세대 저장링형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CERN

그리고 1980년대 들어 방사광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방사광의 방출과 지속시간을 일부 조절할 수 있는 2세대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형 방사광 가속기 시설 2기가 있다.

1995년부터 포항가속기연구소의 3세대 저장링형 방사광 가

Radiation Source)’였다.

부터는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10GeV)도 운영을 시작했

1990년대 초부터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방사광을 변경

할 수 있는 3세대 저장링(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되기 시
작했다. 현재 1GeV 이상 에너지를 내는 3세대 저장링형 방사

속기(2012년부터는 3GeV로 운영)가 운영되고 있고, 2016년

다. 2022년부터는 청주에 4GeV급 4세대 저장링형 다목적 방
사광 가속기도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의 가속기 제작과 운영 역사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광 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23개국 총 47기가 운영 또는 구축

가속기 선진국에 비교하면 매우 짧다. 가속기 자립 국가로 발

3세대 저장링형 방사광 가속기는 1~3.5GeV 그룹의 중에너

자립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가속기 관련 핵심 전문인

중에 있다.

지 대역과 6~8GeV 그룹의 고에너지 대역으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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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선형 방사광 가속기 LCLS-II를 구축하고 있다.

방사광 가속기가 건설됐다. 최초의 2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1980년 영국 데어즈베리연구소가 만든 ‘SRS(Synchrotron

대전에서 건설 중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에도 약 1mm
이하 두께의 초전도 코일로 촘촘하게
휘감은 초전도 선형 가속기가 설치된다.
가속관을 초전도 코일로 감은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저항은 일반 가속기보다
수십만 배 낮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세대 저장링형 방사광 가속기
1995년 가동
3GeV급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
2016년 가동
10GeV급

학적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동위원소는 약 3000여 개로, 앞으로는 약

7000여 개의 동위원소가 더 발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

포항가속기연구소

다. 하지만 중에너지 대역에서 빔 방출률(emittance)을 낮추
거나 방사광의 휘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9년 미국 스탠퍼드대 가속기연구센터는 태양 빛보다

돋움하는 길목에 서 있는 만큼, 핵심 기술과 부품의 국산화와

력의 양성과 가속기 산업체의 육성도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은산

약 1018배 밝은 방사광을 만드는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인

일본 종합연구대학원대학 가속기과학과에서 가속기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데 성공했다. 여기서 나온 X선을 활용하면 세포의 움직임을 실

가속기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내외 방사광 가속기, 뮤온 가속기, 중이온

‘LCLS(Linac Coherent Light Source)’를 최초로 건설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초전도 선형 가속기를 기반으

일본 고에너지가속기연구소(KEK)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등에서 가속기 물리학을 연구했다. 현재 고려대
가속기 및 충돌형 가속기 개발에 참여했고 국제 가속기 기술위원 및 국제
설계위원으로 활동했다. eskim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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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 기

건 설

현 장 을

기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설계된 라온 건설이 2011년 12월 첫 삽

을 뜬 지 약 9년 만에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지하에서는 라온의

가 다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지금!

핵심이 되는 가속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과 설치작업이, 지상에

서는 연구용 건물과 인근 도로의 환경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
되고 있었다.

라온 건설의 핵심, 초전도 선형 가속기
권 단장은 “라온은 가속장치와 기반장치, 희귀 동위원소(RI) 생

성장치, 실험장치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며 이들 장치가

무엇인지 알면 라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가 뽑은 라온의 핵심 설비는 ‘입사기’와 여기서 나온 중이

온을 받아 가속시키는 ‘초전도 선형(SCL·Super-Conducting

Linac) 가속기’ 등을 포함하는 ‘가속장치’다. 입사기는 중이온 빔
을 발생시키는 이온 원(Ion source)과 중이온 빔을 초전도 선형

가속기로 보내는 저에너지전송장치(LEBT), 중이온 빔의 초기 가
속을 담당하는 고주파사중극자(RFQ) 등의 설비를 뜻한다.

초전도 선형 가속기는 양(+)극 또는 음(-)극 중 한 가지 성질을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에 포함된 초전도
선형가속기는 SCL1, 2, 3 등
세 가지다. 사진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저에너지 가속 구간인
SCL3 중 설치가 완료된 전반부
가속관의 모습이다.

가진 중이온을 선모양으로 제작한 가속관에 넣고 전압을 걸어
가속시키는 장치다. 여기에 절대온도(0K·영하 273℃)에서 저항

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가속관을 초전도 코
일로 감아 중이온 빔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일반

가속기보다 저항이 수십만 배 낮아져,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일

2020년 9월 24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차로 30여 분 떨어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 극저온을 유지하는

신동지구에 들어서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 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절대온도 2~4K(영하

산 방지를 위해 방문자는 사전 자체 설문지를 작성하는 등 방역

기반장치도 라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에 도착하자, 분주히 움직이는 라온 건설 관계자들이 보였다.

구성되는데, 흔히 SCL1, 2, 3이라 부른다. SCL1은 SCL3과 그

설 현장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이 철저했다. 정문을 지나 현장 가장 안쪽에 마련된 임시사무소

269~271℃)로 유지하는 극저온시스템과 중앙제어시스템 등의
라온에 포함된 초전도 선형 가속기는 총 세 가지 구간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권면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건

역할이 겹치는 만큼 실험 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여건에 따라 향

초전도 선형 가속기를 제외한 라온에 포함된 거의 모든 시설의

먼저 건설되는 SCL3은 저에너지 가속 구간으로 길이가

설구축사업단장은 “올해 말이면 지하에 건설되는 핵심 설비인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도로나 조경, 주변 환경 정비 등도 설

계 당시 모습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축구장 130개의 면적과 맞먹는 총 95만

2066m2,

선형가속

후 추가로 건설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약 95.5m다. 입사기로부터 전송된 중이온의 에너지를 최대

18.5MeV/u(통합원자 질량단위 당 메가전자볼트)까지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이온 빔은 빛의 속도(초당 3억m)의 약 12%
17

것“이라고 기대했다.

초전도 선형 가속기로 속도를 높인 중이온 빔으로 미발견 동

위원소를 생성하는 장치는 ‘대전류 저에너지 희귀 동위원소 빔

생성(ISOL)’ 시스템과 ‘소전류 고에너지 희귀 동위원소 빔 생성

(IF)’ 시스템 등 크게 두 가지다. 라온에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시스템이 모두 적용됐다.

ISOL 시스템은 가벼운 원소를 가속해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와 충돌시킨다. 이때 우라늄에서 핵분열이 일어나 희귀 동

위원소가 쪼개져 나오게 된다. 한 번의 충돌로 대량의 희귀 동위
원소가 생성될 수 있지만, 그 종류가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개발

된 ISOL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최대온도가 약 2000℃라서 고

그 속도는 빛의 약 50%에 이르게 된다.

SCL 가속기에 들어가는 장치의 제작과 설치를 책임지고 있

는 이민기 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SCRF팀장은 “현

재는 SCL3 전반부 가속관에 들어가는 QWR 가속모듈 22개의

성능 검증과 설치가 완료됐으며, 후반부를 구성할 HWR 가속모

(LAMPS), 뮤온스핀공명장치(mSR), 빔조사장치(BIS) 등 7가지
실험장치로 옮겨져 연구자들이 분석하게 된다.

“라온 연구 응용분야 무궁무진해”
징을 연구하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기초과학의 영역
우주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물질에 상처를 내지 않고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

도면에서 동위원소의 품질은 ISOL 시스템보다 낮다.

는 뮤온 빔의 사례를 보자. 뮤온은 우주의 근간이 되는 12개

온 가속기들은 모두 ISOL이나 IF 시스템 중 한 가지 방식만 따른

㎲(마이크로초·1㎲는 100만분의 1초) 정도로 짧다. 우주에서

다. 권 단장은 “두 가지 시스템을 섞어 활용할 수 있는 라온을 이
용하면 다양한 종류의 순도 높은 희귀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
을 것”이라며 “라온이 완성되면 두 가지 희귀 동위원소 생성 방

자연에는 원자번호 1번 수소(H)부터 원자번호 92번 우라늄(U)

(MMS), 동축레이저분광장치(CLS), 대수용다목적핵분광장치

에 제한된 것일까. 권 단장은 “라온을 이용한 연구가 단순히

현재 캐나다와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운영 중인 4기의 중이

SCL2는 중이온의 에너지를 최대 200MeV/u까지 끌어올리며,

이터생산장치(NDPS)와 되튐분광장치(KOBRA), 질량측정장치

용해 원자번호 4번인 베릴륨(Be)이나 탄소처럼 가벼운 원소와

추출한다. 거의 모든 종류의 희귀 동위원소를 얻을 수 있지만 순

세계 최초로 ISOL과 IF 시스템 모두 접목한 라온

이렇게 만들어지는 희귀 동위원소는 연구목적에 따라 핵데

라온을 이용해 미발견 상태의 희귀 동위원소의 생성과정과 특

충돌시킨 다음, 쪼개진 무거운 원소의 파편 중 희귀 동위원소를

까지 가속된다. 또 고에너지 가속 구간으로 총 길이가 180m인

했다.

에너지로 가속된 중이온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IF는 고에너지로 가속한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소를 이

실험에 쓰일 중이온 빔을 생성하고 초기
가속을 담당하는 입사기는 중이온 빔을
발생시키는 이온 원(ion source)과
초전도 선형 가속기로 중이온 빔을
전송하는 저에너지 전송장치 등이
포함된다. 사진은 저에너지 구간인
SCL3과 함께 설치되는 이온 원(왼쪽
상단)과 그 연결 통로다.

식을 모두 적용한 세계 최대 규모 중이온가속기가 된다”고 평가

2020년 9월 권면 IBS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건설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 기본 입자로, 전자보다 약 206배 무겁고, 평균 수명은 2.2
날아온 고에너지 양성자가 수십km 높이의 대기권과 충돌할
때 생성된다. 라온을 이용해 양성자를 가속해 흑연과 충돌시

키면 파이온(π)이 나오는데, 파이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뮤
온 빔을 얻을 수 있다.

권 단장은 “탄소의 동위원소를 활용해 생물의 연대를 측정

하고, 양성자를 이용해 암 치료하는 기기가 이미 개발됐다”며

“새로운 동위원소를 발견해 의료나, 핵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활용하는 등 응용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온을 활용하면 우라늄보다 무거운 새로운 원소를

까지 총 92개의 원소가 존재한다.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구

찾는 연구도 가능하다. 권 단장은 “지금껏 찾지 못한 새로운

원소에서 질량이 달라지는 것을 동위원소라 부른다.

를 해야 한다”며 “난이도가 매우 높고 시간이 필요한 연구인

성된 수소에 중성자 1개가 추가돼 중수소가 되는 것처럼, 기본
현재 약 3000개의 동위원소가 확인된 상태이며, 이론적으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 원소에 중성자를 붙여가는 연구

만큼 건설 초기에는 미발견 동위원소 연구에 집중해 라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듈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로 7000여 개의 동위원소가 미발견된 채로 남아 있다. 권 단장

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기술로 제작공정을

무거운 원소들의 탄생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물리학의

에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유지보수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원

현해 이런 미발견 동위원소의 존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소를 찾는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단장은 “저에너지 가속 구간인 SCL3은 2021년 말이

확립하고 그 공정의 성능을 시험 중인 SCL2의 첫 가동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8 IBS Research | 15th Issue | 2020 2nd

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위원소들의 생성과 결합을 규명해
핵심”이라며 “핵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라온으로 구

권 단장은 “라온이 건설되면 일 년 중 6~8개월 정도만 연구

안대로 SCL1까지 추가로 지어진다면 이를 이용해 새로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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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우주론적
기원을 찾아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온’이라 부른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중이온

“진화학적으로 현생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약 3000여 개이며, 미발견 동위원소는

있습니다. 진화를 얘기할 때 보통 지구만 고려하지만, 빅히스토

리와 물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인류를 탄생시킨 힘은 중성자별의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과 같은 우주적인 사건으로 시작했다고 볼

한편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라늄보다 무거워 이른바

초우라늄원소라 불리는 원소가 인공적인 방법으로 확인되고 있

다. 현재 118번 오가네손(Og)까지 밝혀졌다. 이처럼 미발견 동위

의 사건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exotic nucleus)’이라 부른다.

결할 수 있는 기초과학 난제로 우주의 비밀 중 가장 근원에 있는,

가 갖춰진다면 약 200MeV/u(통합원자 질량단위 당 메가 전자볼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big bang·대폭발) 이론에 따르

환경 등을 재현해 원소의 기원 연구와 새로운 희귀 핵을 찾는 연

한인식 기초과학연구원(IBS) 희귀 핵 연구단장은 가속기로 해

인류의 우주적 기원을 꺼내 들었다.

원소와 새롭게 인공적으로 얻은 원소 등을 통틀어 흔히 ‘희귀 핵

한 단장은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모든 설비

트)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초신성 내부와 비슷한

면, 빅뱅 이후 극초기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원소뿐이

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났을 때 생겨난 1세대 항성(별)이 일생을 마치면서 무거운 원소가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다음, 원자번호 4번 베릴륨(Be)과 충돌시

었다. 천문학계에서는 빅뱅 이후 수천만 년에서 1억 년 이상이 지

한 단장은 희귀 핵을 찾기 위해 라온을 이용해 우라늄을 빛의

생성돼 전 우주로 퍼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는 실험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희귀 핵은 보

이 중성자나 양성자와 충돌하다가 어느 순간 합쳐지며 더 무거

른 원소로 바뀐다. 처음에 방출된 원소가 희귀 핵인지 확인하려

태양 질량의 최소 수배 이상 되는 별들의 내부에서는 입자들

통 지극히 짧은 순간 존재하다가 다양한 입자들을 방출하며 다

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태양 질량보다 1~2배

면 최종적으로 남은 결과물을 토대로 역추적해 가야 한다.

그보다 무거운 원소는 에너지 요건이 부족해 생성되지 않는다.

납이 되기까지 알파입자와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이 몇 번 방출

에너지를 가진 거대한 별들의 내부를 가속기를 통해 일부 재현하

량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만 무거운 원소의 기원에 대해선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아내

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큰 별의 내부에서는 탄소 핵이 남을 때까지 핵융합이 일어나지만

한 단장은 “우리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길 수 있는 높은

게 된 것이 약 50년 전”이라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
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만약 최종 결과물이 원자번호 82번 납(Pb)이라면,

됐는지를 따져보면 처음의 질량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며 “그 질

런 과정을 통해 미발견 원소나 동위원소를 입증해 나간다면, 철
라온으로 새로운 원소를 찾는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은

원소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자번호를 매겨 구분한다. 원자

가속기를 지은 뒤 약 10년을 공들여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양

한 개 붙으면 중수소, 두 개 붙으면 삼중수소다. 중성자 수에 따

한 단장은 “시간을 두고 연구에 매진하면 우리가 찾아낸 원소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한개로 이뤄지며, 여기에 중성자가

IBS 희귀 핵 연구단장

7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 있죠.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철

(Fe)이나 탄소(C) 등 우리 몸을 이루는 무거운 원소가 이런 별들

한인식

은 원자번호 92번 우라늄(U)이다. 발견된 원소들의 동위원소 중

라 질량이 달라지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수소의 동위원소라

성자 수가 113인 원자를 발견해 니호늄(Nh)이라 명명했다.

에 ‘코리아늄’이나 ‘세종늄’과 같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

칭한다. 한 단장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진 환경에서 중

라고 강조했다.

붙으면 새로운 원소가 탄생한다”며 “매우 짧은 순간 나타났다가

준 한 단장을 포함해 11명의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한 단장

이 원자핵들의 기본성질과 원소의 기원을 찾는 연구의 첫걸음”이

조, 핵 반응, 핵 이론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해 갈

성자가 붙으면 동위원소가 생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양성자가

사라지는 동위원소나 새롭게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

라고 설명했다.

물리학계에서는 원자번호 2번인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중

2019년 12월 출범한 IBS 희귀 핵 연구단은 2020년 11월 기

은 “내년까지 20명 내외로 그 수를 늘리고 핵 천체물리와 핵 구
계획”이라며 “향후 희귀 핵을 찾기 위해 라온을 이용한 실험을
다양하게 기획해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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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초강력 레이저로 우주를 연구한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수명은 약 100억 년이다. 태양

이렇게 가속한 전자로 납이나 텅스텐을 충돌시키면 강한 감

마선을 생성할 수 있고 이 감마선으로 블랙홀 생성 시 방출하

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다량의 감마선을 방출하고 내부

수록 에너지가 큰 감마선이 나오기 때문에 텅스텐을 표적으

약 1000만 년을 산다.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15배 이상 큰 별
는 압축되면서 중성자별을 남기거나, 폭발 후 핵 수축이 일어나
블랙홀이 된다고 알려졌다.

어나는 현상을 검증할 실험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남창희
기초과학연구원(IBS)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장은 “별의 일

는 양전자-전자 제트를 구현할 수 있다. 무거운 원소를 때릴

로 사용한다. 미지의 영역인 블랙홀이나, 감마선 폭발과 같은 상

황의 재현에 초강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
고 있는 물리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초강력 레이저로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나 그보다 무거운

중이온도 가속할 수 있다. 다만 양성자나 중이온을 가속하려

생 중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면 결국 높은 에너지 밀

면 전자를 가속할 때 헬륨기체를 매질로 쓴 것과 달리, 두께

가장 좋은 실험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막에 초강력 레이저를 쏘아야 한다. 고체 박막에서 생성된 플

을 내는 레이저를 말한다. 남 단장은 “20fs(펨토초·1fs는 1천조

양성자를 끌어당겨 가속시키는 방법이다.

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초강력 레이저는 우주연구를 위한

초강력 레이저는 1PW(페타와트·1PW는 1015W) 이상의 출력

분의 1초)의 짧은 시간 동안 4PW의 초강력 레이저를 발생시킬

10~3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의 매우 얇은 고체
라즈마에서 먼저 전자가 가속되어 떨어져 나가고 이 전자들이
남 단장은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 양성자는 90MeV, 탄소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초강력 레이저를 10초에 한 번씩 작

이온은 600MeV, 금 이온은 1GeV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한 기록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초강력 레이저로 전자를 가속

말했다. 한 예로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에서 암 치료

상을 연구하는 중이다. 5cm 길이의 작은 관에 헬륨 기체를 채

방사선 차폐를 위해 기기의 무게가 220t(톤)에 달할 만큼 거대

돼 플라즈마를 형성하고 강한 레이저가 이를 통해 진행하면서

면 크기를 소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용으로 효과가 있

원자핵에 의해 다시 원래 위치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아 플라

배 이상 높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속된다. 전자가 가속되는 원리는 파도타기하는 서퍼가 파도

콜 폴리테크니크 교수의 제안에 의해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IBS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장

가속기보다 매우 작은 규모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질량이 3~15배 이상 무거운 별은 내부 핵이 빠르게 소진돼

문제는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블랙홀 생성 시 일

남창희

이동해야 한다”며 “초강력 레이저로 물질을 가속하면 일반적인

해 블랙홀에서 수직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양성자-전자 제트현
우고 여기에 초강력 레이저를 집속시키면, 헬륨 기체가 이온화

전자는 레이저장에 의해 바깥쪽으로 밀려난다. 그런 다음 헬륨
즈마 파동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전자는 레이저 진행방향으로

에 의해 힘을 받아 움직이는 것과 같다.

남 단장은 “5cm 기체매질에서 전자가 얻게 되는 에너지는

을 갖고 있으며, 이들 에너지를 더욱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용으로 사용되는 양성자가속기는 약 230MeV의 출력을 내지만

하다. 남 단장은 “초강력 레이저를 활용해 양성자가속기를 만들

는 200~250MeV의 에너지를 내려면 아직 기술적으로 성능을 2

현재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라르 무루 프랑스 에

거대 레이저 프로젝트인 ELI(Extreme Light Infrastructure)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3개국에

3GeV(기가전자볼트·1GeV는 10억eV) 이상에 이르며, 이는 빛의

대형 레이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10PW의 에너

너지를 가진 전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을 시작했다.

속도의 99.99999%에 해당된다”며 “짧은 거리에서 엄청난 에

2015년 완공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1.1km 길이의

지를 내는 초강력 레이저 시설이 루마니아에서 완공돼 시운전
남 단장은 “초강력 레이저는 블랙홀처럼 우주의 비밀을 푸는

선형가속관을 갖추고 있다. 이곳을 통과한 전자는 최대 10GeV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암 치료기기 개발, 핵폐기물에 존재하는 장

진 전자를 만들려면 최소 100m 길이의 선형가속관을 전자가

위한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까지 가속된다. 남 단장은 “이런 가속기로 3GeV의 에너지를 가

주기 반감기의 핵종을 단주기 핵종으로 변환 등 인류 복지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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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Art in Science

뇌

속 에 서

만 난

광활한 우주만큼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 몸속에도 있다. 바로

1.4kg의 뇌다. 신경세포와 혈관이 빽빽하게 들어찬 뇌는 캄캄한

우주만큼이나 미지의 세계다. 과학자들은 이런 뇌 속을 들여다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기록으로 남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매년

‘아트 인 사이언스(Art in Scinece)’ 전시회를 개최해 과학자들이

발견한 예술적 감동을 주는 과학이미지를 대중에게 전하고 있다.
2015년부터 IBS 아트인사이언스에 소개된 작품 중 뇌과학 및

신경과학 관련 작품들을 소개한다.

뇌 속의 유성우(流星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뇌의 가장 바깥쪽, 대뇌의 표면에 위치하는 대뇌피질에는 신경세포들이 잔뜩 모여 있다. 그래서 기억, 집중, 사고,
언어 등 다양한 고차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수정 후 15일 된 동물모델인 생쥐의 배아에 초록, 빨강,
원적외선 등 세 가지 색상의 형광 단백질을 주입한 모습이다. 세 가지 색상의 형광 단백질로 염색된 대뇌피질의
신경세포들이 마치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똥별처럼 장관을 이룬다.

25

모르피우스의 눈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붉은색 영역은 측면시각교차구역(LPO)을 포함한 시상하부의 비활성 세포들을 나타낸다. 측면시각교차구역은
수면과 연관돼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불면증 등 수면장애를 겪게 된다. 그래서
측면시각교차구역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잠을 자는지, 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중앙에 파란색으로 나타난 세포핵이 마치, 잠을 결정하고 꿈을 만들어내는 그리스 신화 속 잠의 신
모르피우스의 눈을 연상시킨다.

Z-드래곤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제브라피시(zebrafish)의 수초(myelin sheath)에 형광단백질을 발현시켜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으로 촬영했다.
수초는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의 신경세포를 감싸는 물질로, 전기신호가 신경세포를 통해 전달될 때 밖으로
누출되는 걸 막아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되게 한다. 이 사진 속 제브라피시는 부화 후 14일 된 상태로, 중추 신경계의
척수와 말초 신경다발이 초록색 형광으로 빛나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당장이라도 도약하려는 한 마리의 용처럼
보인다. 강렬한 색의 대비와 사선의 구도에서 속도감과 운동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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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뿌리, 혈관

괜찮아.

혈관 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생후 12일째인 정상 생쥐의 뇌 단면을 촬영한 사진. 뇌의
혈관은 가장 바깥 면에서 안쪽으로 자란다. 마치 식물이
토양에 뻗어 내리는 뿌리와 비슷하다. 동시에 뇌혈관은
서로 얽혀 다른 장기의 혈관보다 더 단단한 장벽을
형성한다. 뇌혈관의 발달과 뇌장벽의 형성은 뇌의 성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생명현상이다.
사진 속 홀로 서 있는 나무는 뇌혈관이 아름답게 형성된
뇌 표면에 그려 넣은 것이다. 나무가 성장하려면 뿌리가
발달해야 하는 것처럼 생명체의 성장에 혈관의 발달이
필수임을 표현했다.

사진 속 파란색 영역은 시상망상핵(thalamic reticular
nucleus)이라 불리는 신경세포다. 시상망상핵은
주의집중, 체감각신호 처리 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공포기억소멸과도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이 작품에 촬영된 시상망상핵 신경세포(파란색) 중
일부(빨간색)는 실 모양의 축색돌기를 ‘공포기억을
관장하는 다른 영역(공포기억센터)’으로 뻗어 두려운
기억을 억제한다. 두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신경세포들은 더욱 활성화되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뇌 수준에서 제공해 준다. 마치 뇌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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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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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약물에 대한 반응 및 독성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세포 스크리닝 실험 중 포착한 사진이다. 차이니즈 햄스터의 난소
암세포(CHO 세포)에 ‘푸른색 형광(DAPI)’과 ‘초록색 형광(GFP)’을 발하게 한 뒤, 이 둘의 공존을 공초점 현미경으로
촬영했다. 검은 바탕 위에서 형광을 발하는 세포들의 모습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속 밝게 빛나는 별처럼 생동감
넘치고 아름답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던 시절, “별을 보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을
꿈꾸게 한다”고 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연구진 역시 형광으로 빛나는 세포를 연구하며, 뇌질환 치료 약물을 개발해
인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연못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생쥐의 내측전전두엽(medial prefrontal cortex)의 2번 층과 3번 층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의 모습이다. 칼슘과
결합해 칼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파브알부민은 빨간색, 시냅스에서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PTP delta)은 초록색,
DNA에 색을 입히는 형광 물질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내측전전두엽은 일반적으로 생쥐의 사회적 행동, 의사 결정에
관여하며, 사람의 경우 인간성 표출과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속 여러 물질의 다양한 색이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지베르니 연못의 수련을 다채로운 색과 빛으로 그린 작품들을 떠올리게 한다.

섬광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4개의 이미지는 해마로부터 얻은 피라미드 신경세포에 형광단백질을
발현시킨 모습이다. 장기기억과 관련된 피라미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전기신호를 주고받을 때, 수상돌기 소극체의 모양과 수를
확인하던 중 포착했다. 밤하늘의 번개처럼 보이는 원본 이미지(맨
왼쪽)를 얻은 뒤, 이를 가공해 섬광, 느낌, 잔상의 이미지를 강화한 다른
3개의 이미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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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민낯’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숙주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RNA를 찾아낸 것이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완벽한 유전체 지도 완성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은 질병관리청 국립

보건연구원과 협력해 RNA 전사체 지도를 완성했다. 또 바

이러스의 외피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하위유전체

RNA(sgRNA·subgenomic RNA)의 종류를 알아내고 RNA

e

변형도 최초로 확인했다.

위기 상황에 기술이 있다면 나서야

s

a

r

c

h

R
연

Into the IBS

“전 세계 수십억 명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한 공간에 있

e

김빛내리

R

IBS RNA 연구단장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가져왔던 2020년 2월을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는 대구에서 확

운도 따랐다. 그동안 RNA 연구단은 바이러스보다는 암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샘플을 처음

포와 같은 사람 유래 세포로 주로 연구했다. 그런데 마침 당시

구단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고위험병

A
N
R

스코로나바이러스-2 분석을 결심했다. RNA 연구단에서 수없

이 해왔던 ‘나노포어(nanopore) 직접 RNA 염기분석법’을 활

r
o

한다.

RNA 연구단의 실험실은 생물안전 2등급 시설로 허가를 받

는 기술이다. 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분

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시약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며 “샘플만 도착하면 곧바

샘플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전달받았다. 원숭이 신장세포

때 전류의 변동 정도를 측정한다.

(Vero cell)를 숙주세포로 삼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를 배

전사체는 숙주세포 안에서 생산된 RNA 총합이다. 전사체를

족했다.

RNA 연구단은 나노포어 기술로 RNA 전사체를 분석했다.

분석하면 바이러스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산할 때 활용하는 매

양한 것으로, 전파 능력이 없고 생물안전 등급도 2등급을 만
RNA 연구단은 샘플을 받기 2주 전부터 실험 설계에 돌입했

개 물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연구단은 분석 정확도를

다. 실험 절차부터 장비 배치까지 중간에 막히거나 꼬이는 단

기분석법’도 함께 진행했다.

염기서열을 모두 읽어냈다. 같은 시기 동일한 분석을 한 호주

높이기 위해 유전체를 대량 증폭해 분석하는 ‘DNA 나노볼 염
김동완

원체 취급이 가능한 생물안전 등급 허가를 받은 시설이어야

은 상태였다. 김 연구원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분석하느라

자구멍에 전류를 흘린 다음, 유전물질이 구멍 속으로 들어올

장 참여교수는 “RNA 연구단이 나노포어 염기분석법 장비

를 유일하게 보유한 곳은 아니지만 분석 경험이 많기 때문에

e

IBS RNA 연구단 연구원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

에는 김동완 연구원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었다.

용하면 되겠다는 판단이었다.

나노포어 기술은 긴 RNA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분석하

IBS RNA 연구단 참여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후였다.

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을 보며 일주일 고심 끝에 사

f
r
e
t

이 빠르게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연구를

김빛내리 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이 이끄는 RNA 연

장혜식

RNA 연구단은 ‘나노포어 직접 RNA 염기분석법’으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RNA를 분석했다. 전류가 흐르는 나노 구멍에 DNA와 RNA를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전류 변화를 측정해 유전물질의 길이나 구조,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진은 이 개념을 형상화한 이미지다.

장혜식 RNA 연구단 참여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분석도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

C

n

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했죠.”

NHGRI(W)

IBS

있는 기회가 드물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학자들

고 이어 “RNA 연구는 사회에 즉각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덕분에 샘플을 받고 3일 만에

연구팀은 2주가 넘게 걸린 일이었다.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셀’ 2020년 4월 23일자에 실렸다.

논문 게재 과정 역시 쾌속이었다. 보통 논문을 내기 전에 학

술지 편집자에게 논문을 검토해줄 것인지 의사를 묻는 e메일

을 보내는데, 답장을 받기까지 4~5일이 걸린다. 그런데 이번에
33

는 고작 4분(!)만에 답장이 도착했다. 그 뒤엔 심지어 논문을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생활사

cell

보내기 전부터 논문을 검토해줄 전문가들이 섭외돼 있었다.
전 세계 가장 정밀한 유전체 지도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나온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유전체 지

도 중 가장 정밀한 지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 RNA 연구
단보다 5일 앞서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이 RNA 염기분석 결
ACE2(수용체)

과를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결

과는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데 중점을 둬 분석 내용은 많지 않

숙주세포

1

바이러스 침투

5

바이러스 탈출

RNA 연구단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RNA 전사체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

았다.

RNA 연구단은 읽어낸 염기서열을 분석해 RNA의 화학적

변형과 sgRNA 등을 알아냈다. 지질과 단백질로 만들어진 사

스코로나바이러스-2 껍질 안에는 약 3만 개의 염기가 일렬로
이어져 있는 유전체 RNA(gRNA)가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이즈·AIDS)을 일으키는 인간면역

결핍바이러스(HIV)의 RNA가 약 1만 개의 염기로 이뤄진 것을

RNA의 화학적 변형은 숙주세포의 면역작용을 피하는 기능을

크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고려하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gRNA는 특이할 정도로
gRNA는 숙주세포의 리보솜을 빌려 자신을 복제해 줄 효소

유전체 RNA
(gRNA)

4

2

새로운 바이러스 조립

단백질 합성

복제효소-전사효소 복합체

sgRNA는 스파이크, 외피와 같은 바이러스 입자를 구성하는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

가닥을 만들어낸다. 또 효소는 여러 개의 sgRNA를 제조한다.

RN
A전

사

3a

E

M
6
7a
7b

sgRNA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존에는 10종류

이러스-2를 감염시키는 식으로 실험 방식을 바꾸고 연구에 속

E(외피 단백질)
8
N

단백질 합성

M(막 단백질)

N(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

사이언스
일러스트 동아

S(스파이크 단백질)

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

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기상황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조적인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단백질(ORF3a, ORF6, ORF7a,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연구뿐만

질(S), 막 단백질(M), 외피 단백질(E)을 만드는 sgRNA와, 보
ORF7b, ORF8)을 만드는 sgRNA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부 RNA에 특이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다는 점도 새롭게

밝혔다. RNA상에서 ‘수식현상’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변형이

최소 41군데 관찰됐다. 김 연구원은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해
다”고 말했다.

st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면서도 “사람 폐세포에 사스코로나바

구조단백질인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N), 스파이크 단백

RNA에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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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도전적인 연구다. 김 연구원

은 “RNA 화학적 변형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이 반드시 성공할

으로 확인됐다.

S

생활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 바이러스의 약점을 찾아내는

주세포 안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립한다.

로 예측됐지만, 한 종류(ORF10)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하위유전체 RNA(sgRNA) 합성(9종류)

구체적으로 어떤 변형이 일어났는지도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한다. 최종 목표는 RNA 수식현상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RNA 연구단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최소 9종류의

RNA 복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변형이 그런 것은 아니기에

를 생산한다. 효소는 gRNA를 주물로 활용해서 또 다른 RNA

여러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것들이 복제된 gRNA를 감싸며 숙

3

바이러스 연구에 계속 관심

뜨겁기 때문이다. 장 참여교수는 “최근 RNA 바이러스가 점점
아니라 바이러스 연구 전반에도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논문

Dongwan Kim et al., “The Architecture of SARS-CoV-2 Transcriptome”, Cell,
2020, DOI: 10.1016/j.cell.2020.04.011

35

노

구

입

자
단

나노화학 분야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소원하는 기술이 몇 가

C e n t e r

지 있다. 그중 하나가 나노입자를 원자 수준에서 3차원으로 보

백금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

는 것이다. 나노입자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의 배열과 상

원자 수준으로 관찰하는

호작용이 나노입자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나노입

나노입자의 3D 증명사진

자의 원자 배열이 미세하게 바뀌면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거
나, 디스플레이의 색 순도가 바뀌는 등 물성이 달라진다.

나노입자를 관찰할 때는 해상도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술

은 나노입자를 수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수준으

로 관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자 중 가장 작은 수소 원자
의 크기는 대략 0.05nm로, 수소 원자를 관찰하려면 관측 해
상도가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높아야 한다.

김병효

필자가 속한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은 호주

IBS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위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선임연구원

박정원

IBS 나노입자 연구단 참여교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모나쉬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함께 나노입자를
관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회전하는 나노입자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오늘날 물질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의 높은 해상도로 관
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극저온 투과전자현미경
(cryo-TEM)을 이용한 단일입자 구조 분석과, 전자 단층 촬영

X
Z

Y

나노입자 연구단은 그래핀으로 극미량의 용액을 담는 액체 셀을 만들어 나노입자를 원자
수준에서 3차원으로 보는 방법을 개발했다. 사진은 이 방법으로 촬영해 재구성한 백금
나노입자다.

(ET)이다.

극저온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단백질 등 생체분자의

3차원 구조를 고화질로 볼 수 있다. 먼저 같은 종류의 시료를

극미량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특수용기인 ‘액체 셀(Liquid

를 달리해 촬영한 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사진을 결합하면

의 움직임을 관측해왔다. 액체 셀에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액

여러 개 배열한 뒤 초저온으로 냉각한다. 그리고 각각의 자세

입체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극저온 투과전자현미경 기
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2017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노입자는 극저온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f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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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e a r c h

나
연

Into the IBS

박정원

IBS

가 어렵다. 생체분자 시료는 같은 종류라면 구조가 일정하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박사과정 연구원

체를 담아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크기 변화

를 포착하는 것이다. 진공 환경과 달리 액체 환경에서는 나노
입자가 실제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던 2018년 여름 연구단은 액체 셀 속에 들어있는 나노

만 나노입자는 같은 반응으로 합성됐더라도 원자 수준에서는

입자가 회전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순간 회전하는 나노입자의

마찬가지로 전자 단층 촬영도 나노입자 분야에선 활용하기

차원으로 얻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노입자의

배열 등 구조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허준영

Cell)’을 자체 개발한 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나노입자

가 어렵다. 전자 단층 촬영은 한 시료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 시

료의 구조를 한 번에 포착한 뒤 3차원으로 구현한다. 단 전자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촬영한 뒤 합치면 원자 수준의 영상을 3
3차원 증명사진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연구단은 현미경의 관측 해상도를 원자 수준으로 높이는 방

단층 촬영은 시료가 진공 상태에 놓여있을 때만 촬영할 수 있

법도 고안해냈다. 비결은 탄소로 이뤄진 ‘그래핀(Graphene)’.

로 나노입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래핀 사이에 액체 용액에 담긴 나노입자를 가두면 나노입자를

다. 진공 환경은 나노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이 아니므
이에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원들은 나노입자가 녹아있는

그래핀은 두께가 1nm 수준으로 매우 얇다. 연구단은 이런 그
원자 수준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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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m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3D 구조 재현

나노입자의 3차원 증명사진 촬영 원리

나노입자 연구단은 용액 상에서 합성된

나노입자가 녹아 있는 극미량의 용액을 그래핀 사이에 가둔 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면 회전하는 나노입자의 3차원
형상을 원자 수준의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백금(Pt) 나노입자가 자유자재로 회전
그래핀

하는 모습을 초당 400장의 속도로 촬영

했다. 수천 장의 이미지가 나왔다. 연구

단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

즘을 이용해 이들 사진이 촬영된 방향을

추적하고 이 정보로 나노입자의 3차원 구
조 이미지를 재구성했다.

이것을 실제 백금 나노입자 구조와 비교

해보니 오차는 19pm(피코미터·1pm는 1조

분의 1m)에 불과했다. 백금의 격자 상수(결
감안하면 매우 작은 오차다.

관측 과정에서 연구단은 새롭고 흥미로운 사

실도 알아냈다. 낮은 해상도로 관찰했을 때에는 규칙적으로
보였던 나노입자에서 불규칙성이 드러난 것이다. 동일한 조
건에서 만들어진 백금 나노입자라 하더라도 크기와 결정학적

특징이 제각각 달랐다. 결정 전체가 일정한 결정축을 따라 규

칙적으로 생성된 ‘단결정’ 나노입자가 있는 반면, 결정축의 방
향이 각기 다른 ‘다결정’ 나노입자도 있었다. 나노입자의 크기

액체 셀에 담긴
회전하는 나노입자

나노입자 연구단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사용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무료로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파악하

류의 원소로 이뤄진 나노입자를 분석했지만 앞으로 여러 종류

는 것은 나노입자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지니는지 알

아내는 데 바탕이 된다. 그리고 나노입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
성을 파악하면 나노입자를 지금보다 더 잘 응용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촉매 반응에 사용했을 때의 활성도나 양자점을 구현
했을 때 광학적 성질을 계산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로 나노입자 분야의 응용 연구와 이론

연구의 괴리를 메울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그

동안 과학자들은 나노입자의 실제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론 연구자들이 계산을 통해 알아낸 구조로 연구를 했다. 그
러다 보니 물질의 성질을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가 실제 나노

입자의 특성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나노입

자의 실제 구조를 바탕으로 나노입자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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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 연구단이 개발한 나노입자를 원자 수준에서 3차원으로 보는
방법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도 2~3nm 차이가 났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2020년 4월 3일자에 실렸다.

액상 투과전자현미경

Science

나노입자

정 구조에서 원자 간의 간격)가 수백 pm임을

배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번에는 백금 한 종
의 원소로 구성된 나노입자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다. 새로운 연구를 탄생시키기 위해 앞으로 나노과학 분야, 영

상처리 분야,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야 등 여러 분야 연구팀과
의 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박정원

2012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6년까지 하버드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6년 9월부터 기초과학연구원(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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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IBS
양자컴퓨터를 현실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정보를 가진 ‘큐비트’로 정
보를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양자컴퓨터의 성능은 수십

베일에 싸여있던 물리량

할 수 있는 ‘양자 거리’ 측정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냈다. 양자

거리는 두 양자 상태의 차이를 나타낸다. 두 양자 상태의 파동

E l e c t r o n

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참여교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변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자 거리는 양자컴퓨터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주변을 전자들이 원형 궤도로 돌고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그리 단순하게 운동하지 않는다.

전자는 파동의 형태로 넓은 공간에 퍼져서 존재한다. 따라서

C o r r e l a t e d

x방향 운동량

평평한 에너지띠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은 전자의 운동량에 따른 에너지가 일정한 부분(평평한 에너지띠)과
변하는 부분(곡선 에너지띠)이 모두 존재하는 물질에 자기장을 걸면 평평한 에너지띠의
에너지가 여러 영역으로 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런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카고메 격자
물질이다.

역사적으로 소외된 양자 거리 연구
원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양전하를 띤 양성

전자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전자의 파동함수 모양부터 알아야
한다.

홀 효과(Hall effect)

도체 또는 반도체 내부에 흐르는 전하의 이동방향에 수직으로 자기장을 가하면 금속 내부
전하의 흐름(전류)과 자기장 모두에 수직인 방향으로 전위차가 형성되는 현상.

에너지 퍼짐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다

전자의 파동함수를 운동량과 그에 따른 에너지로 3차원 좌

양 교수팀은 고체의 에너지띠에 주목했다. 고체의 에너지띠란

낸다. 이 입체 구조는 다시 곡률과 양자 거리 두 가지 특성으로

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운동량에 상관없이 에너지가

표에 표시하면 고깔, 고리, 구와 같은 다양한 입체 구조를 나타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고체 물질의 물성을 결정한다.

파동함수의 곡률은 이 개념을 1980년 처음 제시한 영국의

수학물리학자 마이클 베리의 이름을 따서 ‘베리 곡률’이라고 불
리며 지금까지 활발히 연구돼왔다.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에서

물질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자의 파동함수가 지니는 운동량

일정하면 ‘평평한 에너지띠’, 운동량에 따라 에너지가 변하면
‘곡선 에너지띠’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고체는 수많은 에너지
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중 양 교수팀의 눈길을 끈 건 평평한 에너지띠와 곡선 에

양자 거리 측정 연구를 이끈 양범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너지띠가 만나는 구조였다. 많은 고체가 이 구조를 지니고 있었

의 일부 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베리 곡률과 물질의

나는 점에서의 파동함수는 평평한 에너지띠의 성질을 좌우했

는 “베리 곡률은 전기 분극이나 홀 효과(Hall effect) 등 물질

명경재

운
동
량

기초과학연구원(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팀은 이를 극복

양범정

f o r
C e n t e r

히 측정할 방법도 없다.

교차)하면 양자 거리가 1이다. 정보처리 과정에서 양자 거리가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단장

곡선 에너지띠

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보 손실을 정량화하는 ‘신뢰도’를 정확

함수가 같으면 양자 거리가 0, 파동함수가 직교(서로 수직으로

임준원

카고메 격자 물질의 운동량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분포

큐비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정보를 처리하거나 통신하

양자 거리를 재다

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책임연구원

카고메 격자 물질의
2차원 구조

에너지

S y s t e m s

강 상 관 계 물 질
연
구
단

y방
향

IBS

물성 사이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확립돼 있다”고 설명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자 거리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과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평평한 에너지띠와 곡선 에너지띠가 만

다. 이는 곧 평평한 에너지띠의 특징을 알아내면 우리가 모르
고 있던 파동함수의 특성도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양 교수팀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고체에 수직으로 자기

학자들은 양자 거리가 고체의 물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

장을 거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운동량에 상관없

해왔다.

위가 여러 영역으로 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라 추측하면서도, 양자 거리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

이 에너지가 일정한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전자의 에너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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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을 걸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 변화
곡선 에너지띠만 갖는 고체
자기장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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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에너지띠

x방향 운동량

평면에서 전자의 에너지 변화

일반적인 2차원 고체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량에 따른
에너지 분포는 곡면 형태(곡선 에너지띠)다.

x방향 운동량

자기장이 있을 때
에너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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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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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에너지띠

카고메 격자 물질은 평평한 에너지띠와 곡선 에너지띠를
모두 갖는다. 전자의 에너지가 운동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부분(평평한 에너지띠)이 있다는 의미다.

한 에너지띠를 가진 고체에 자기장을 걸어도 운동량에 따른 에

가 큰 물질일수록 에너지 퍼짐 정도가 컸다. 이번 연구는 국제

이를 뒤집는 결과였기에, 연구단은 에너지 퍼짐 현상을 발견하

자 거리가 0인 물질에서는 에너지 퍼짐이 없었으며, 양자 거리

한 방향에서의 전자의 에너지 변화

x방향 운동량

운동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에너지를 갖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넓은
영역으로 퍼진다. 이때 퍼지는 에너지 영역은 양자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양자 거리가 클수록
에너지 퍼짐 정도가 크다.

곤 더욱 엄밀하게 이론 검증을 했다.

양 교수는 “이론 물리학자들은 자신이 계산한 결과가 맞는

지 확신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증명 과정을 거친다”며 “시뮬

않고, 에너지 퍼짐 정도의 차이도 아주 미세하다”며 “양자 거

정에서 양자 거리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레이션 결과를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과
연구단은 앞으로 양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고체, 즉 평평

너지띠 구조를 가진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띠에 가까운 고체를 찾아내 양자 거리를 실험으로 측

그 후보로 꼽았다. 판 구조인 그래핀은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수 있도록 양자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을 제시하고 실험으

연구단은 변형된 구조의 그래핀이나 카고메 격자 물질 등을

2차원 고체와 유사하고, 그래핀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에너
지 퍼짐 정도로 양자 거리를 유추하는 계산에서 오차가 발생할

정할 계획이다. 양 교수는 “양자컴퓨터의 신뢰도를 정량화할
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이 적다.

“양자 거리, 실험으로 측정해낼 것”
에너지 퍼짐 현상 연구가 양자 거리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연구단 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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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준위 변화가 없는 평평한 에너지띠를 계속 유지해야 했다.

다. 이는 곧 양자 거리를 실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를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에너지띠에 가까운 에
에너지 준위 퍼짐

x방향 운동량

전자의 에너지 준위 퍼짐 현상은 실험적으로도 관측 가능하

양 교수는 “현실 세계에 완벽히 평평한 에너지띠는 존재하지

평평한 에너지띠

평면에서 전자의 에너지 변화

이때 퍼지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양자 거리였다. 양

학술지 ‘네이처’ 2020년 8월 5일자에 실렸다.
자기장이 없을 때

x방향 운동량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양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한 방향에서의 전자의 에너지 변화

일반적인 고체의 에너지 분포는 연속적인 곡면 형태다.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에너지가
평균값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며 불연속적인 직선 형태의 에너지 분포로 바뀐다.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고체

평평한 에너지띠

양자 거리는 양자컴퓨터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진은 양자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상상도.

발표논문

Jun-Won Rhim et al., “Quantum distance and anomalous Landau levels of flat
bands”, Nature, 2020, DOI: 10.1038/s41586-020-2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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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전자기기가 융합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 치유하는 기술
은 SF영화의 단골 소재다. 영화에서는 팔에 혈액 성분을 측정

하는 센서를 이식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암이나 각종 희

나노 패치 붙여 여드름 잡고

스마트 렌즈로 스트레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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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IBS

이상일

IBS 나노의학 연구단 연구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

IBS 나노의학 연구단 연구원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

실제로 나노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SF영화와 흡사한 세계

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전자부품을
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수준으로 작게 만들고,
인체에 부착하기 위해 투명하면서 신축성 있는 물질을 찾고
있다.

필자가 속한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의학 연구단도 최근

이와 관련한 나노 기술을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두 가지

나노 기술은 일상생활에 활용될 만한 수준까지 구현해내서 더
욱 의미가 있다.

1cm

2cm

나노의학 연구단이 개발한 투명 나노 패치(왼쪽). 여드름이 난 부위에 부착(화살표)한 뒤
스위치를 누르면 패치가 열을 발산해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피부에 열 내는 첨단 나노 패치
얼굴에 여드름이 볼록 올라왔을 때 붙이는 패치에는 항균, 진

n

투명 배터리도 직접 개발했다. 전해질을 잉크처럼 써서 부

정 성분이 들어있다. 우리 연구단은 이런 특정 성분이 아닌, 새

품 위에 찍어 내는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 은(Ag) 잉크를 격자

a

o

m

e

d

구민재

귀병을 나노 로봇으로 쉽게 치료한다.

따뜻한 열을 가해주는 온열 요법을 이용한 나노 온열 패치다.

내부의 무선 안테나가 스마트폰 등 외부 전력을 무선으로 전

로운 방식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패치를 개발했다. 피부에

N

피부에 열을 가하면 혈액순환과 물질대사가 촉진된다. 염증

이 완화되고 콜라겐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약물의 효과가 높
아진다. 열을 내는 패치는 이미 개발됐지만, 일상생활에서 사
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r

가장 큰 문제는 부피였다. 원하는 시간에 온도를 정확하게

o

조절하기 위해서는 히터 전극, 배터리, 무선 통신 전자회로 등

f
r

배터리와 히터 사이에는 스위치를 탑재했다. 피부에 부착한

상태로 패치를 가볍게 누르면 스위치가 켜져 열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이들 모두가 나노 크기로 제작돼 눈에 잘 띄지 않아
시각적으로 일반 투명 패치와 비슷하다.

온열 패치의 성능은 실험으로 입증됐다. 온열 패치를 사람

했다.

치를 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높아졌고 혈류량은 13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온열 패
비단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리 김 서림 방지 히터,

라노대와 함께 신소재인 ‘메탈릭 글래스(Metallic glass)’로

스마트 가전기기, 방한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2020년 5월 4일자에 발표했다.

자가 이끄는 연구실의 박사과정 연구원이 2018년 열린 미국

무질서하게 배열된 비정질 합금이다. 일반 금속보다 신축성이

이를 본 이탈리아 밀라노대에서 메탈릭 글래스 소재의 나노

이런 한계를 극복한 패치를 개발해 국제학술지 ‘나노 레터스’
IBS 나노의학 연구단 참여교수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달받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다.

손등에 부착한 뒤 1분 정도 열을 가하자 수분 흡수도가 1.9배

나노의학 연구단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탈리아 밀

박장웅

무늬로 찍었다. 배터리는 무선 안테나와 직접 연결했다. 패치

필요한 부품이 많다. 이들을 피부에 잘 붙어있게 하려면 얇으

면서도 신축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기술은 그렇지 못

e
t
n
e
C

박장웅

IBS

메탈릭 글래스는 구리(Cu)와 지르코늄(Zr) 금속 원자들이

월등히 뛰어나며 상온에서 쉽게 녹슬지 않는다. 연구단은 메
탈릭 글래스를 그물 모양의 나노 섬유 형태로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히터 전극과 무선 안테나를 제작했다.

사실 온열 패치 개발은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필

재료학회(MRS)에서 투명 전극과 관련된 연구를 발표 했는데,
패치를 같이 개발해보자고 먼저 제안해왔다. 제안을 한 사람
도 박사과정 연구원이었다.

그 연구원은 밀라노대 에너지학부 소속이었다. 밀라노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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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수치를 파악하려면 병원

여드름 잡는 나노 온열 패치

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 병원에 가
슈퍼 콘덴서

일반 콘덴서보다 단위 부피 당
10~10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 저장
캡슐 층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

다이오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소자

안테나(메탈릭 글래스)
콘덴서
전하를 축적하며 주로
배터리로 쓰이는 소자

기판

지 않고 손쉽게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는 없을까.

Nano Letters

부피가 커서 상용화가 어려운 기존 온열 패치의 한계를 넘기 위해
신축성이 뛰어난 신소재 ‘메탈릭 글래스’를 활용해 얇은
나노 온열 패치를 개발했다.

연구단은 이런 고민을 하던 중 눈

물에서 힌트를 찾았다. 콘택트렌즈로

눈물에 포함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

르티솔을 측정하면 스트레스 수치를 확

인할 수 있다. 연구단은 연세대, 명지대
연구팀과 힘을 합쳤다.

우선 벌집 모양의 탄소 구조체인 그래핀

으로 트랜지스터 구조를 만들었다. 트랜지

스터는 전자 신호를 증폭시키는 소자다. 그

래핀은 전기전도성이 높은 데다 투명하고 휘

어지기까지 해 새로운 트랜지스터 재료로 주

스트레스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눈물 속 코르티솔 호르몬을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그래핀으로 코르티솔 센서를, 은 나노 섬유로 전극과 안테나를
제작했다.

목받아 왔다.
콘덴서

그래핀 트랜지스터는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한

코르티솔 센서(그래핀)

3D 프린팅된 배선
레지스터

저항 성질을 띠는 소자

안테나(은)

다. 그래핀 표면에 코르티솔이 결합하면 전극에 흐르는 전류

의 저항이 미세하게 변한다.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면 코르티
솔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은(Ag)을 그물 모양의 나노 섬유로 제작했다. 은

나노 섬유가 전극과 무선 안테나 역할을 하게 했다. 은은 잘 휘
어지고 투명하기 때문에 콘택트렌즈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스

마트폰과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NFC) 칩도
콘택트렌즈에 탑재했다. 마지막으로 초정밀 3D 프린팅 공정

그동안 한국 연구팀과는 교류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공동 연구는 교수의 교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공동 연구는 초면이었던 두 박사과정 연구원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연구로 콘택트렌즈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눈에 착용한 뒤

여줬다. SF영화에 등장하는 첨단 콘택트렌즈가 조금씩 현실

눈물 속 코르티솔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눈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콘택트렌

나노 온열 패치가 치료에 집중한 기술이라면 두 번째로 개발

가 작동하고 코르티솔 농도가 측정된다. 측정값은 NFC 칩을

시작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었다.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에는 이탈리아와 샘플을 주고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이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지금 시점에

서 돌이켜보면 샘플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사실
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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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은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다. 나노의학 연구단은 스트

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

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20년 7월 8일자에 발

즈의 은 안테나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그래핀 센서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으로 자신의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사람이 착용한 상태에서

표했다.

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또 렌즈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자파

미친다. 평소에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면역 시스템을 저하하

일반 콘택트렌즈처럼 착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 보관액에 두도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적으로 불릴 만큼 건강에 큰 영향을

고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자신의

현재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으로 배선을 인쇄해 센서, 안테나, NFC 칩 등 각 부품을 연결
해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완성했다.
너지학부는 첨단 합금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팀이지만

나노의학 연구단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 스마트 렌즈 논문(왼쪽)과 열을
내는 투명 나노 패치 논문(오른쪽).

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록 설계했다.

에 센서를 탑재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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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10년 7월까지

미국 하버드대 화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2018년 7월까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부 부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부교수로 있다. jang-ung@yonsei.ac.kr
발표논문

Sangil Lee et al., “Integration of Transparent Supercapacitors and Electrodes
Using Nanostructured Metallic Glass Films for Wirelessly Rechargeable, Skin
Heat Patche”, Nano Letters, 2020, DOI: 10.1021/acs.nanolett.0c00869
Minjae Ku et al., “Smart, soft contact lens for wireless immunosensing of
cortisol”, Science Advances, 2020, DOI: 10.1126/sciadv.abb2891

47

Into the IBS
탄소가 육각형 그물 모양으로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래

C e n t e r

핀은 전기전도도가 높고 투명하며 유연성도 뛰어나 ‘꿈의 신소
재’로 불린다. 최근 연구자들은 이런 그래핀을 여러 겹으로 쌓

고품질 그래핀

는 연구에 도전하고 있다. 다층 그래핀으로 소자를 만들면 반

4층으로 쌓았다

도체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내 전류
가 흐르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인 밴드갭(Band Gap)을 조
절할 수 있다.

필자가 속한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은 2020년 7월 다층 그래

핀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이 될 발판을 마련했다. 고품질의 그
래핀을 4층으로 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고안해낸 합성

이영희

법을 이용하면 다층 그래핀을 수십~수백cm2의 대면적으로

IBS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장
성균관대 물리학과,
에너지과학과 교수

생산할 수도 있다.

탄소 용해도를 높이는 합금을 찾아라
두옹 딘 록

성균관대 에너지과학과 교수
前 IBS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연구위원

다. 3층 이상의 그래핀을 쌓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속을 찾아

연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것만으로 그래핀 조각

우리 연구단은 균일한 다층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을 물리적으로 한 층만 분리해낸 것이 바로 그래핀이다. 흑

합금으로 실험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리 기판의 탄소 용해

따라서 대면적 그래핀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방

소와 결합하기 쉬운 물질 중 하나인 실리콘(Si)을 이용하자는

Deposition)이 대표적이다.

화학기상증착법은 열이나 플라즈마를 이용해 화학물질을

증발시켜, 그 증기를 물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방법이
다. 고온에 금속 기판을 두고 메탄(CH4)과 같은 탄화수소를 주

입하면, 탄화수소에서 탄소가 떨어져 나와 그래핀을 형성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다음 과제는 실리콘과 구리를 합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

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래핀이 합성되는 석영관(SiO2)에 실
리콘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필요한 준비물은 구리와
충분히 높은 온도뿐이었다.

우리 연구단은 석영(SiO2)관 안에 구리 기판을 넣고 900℃

로 가열했다. 그 결과 석영관의 실리콘이 승화되며 구리-실리

이때 사용하는 금속이 탄소를 얼마나 잘 녹이는지에 따라

여기에 탄소 공급원인 메탄 기체를 주입하자 구리 표면에

콘 합금이 형성됐다.

그래핀의 층수가 조절된다. 구리처럼 탄소 용해도가 낮은 금

균일한 실리콘-탄소(Si-C) 층이 생겼다. 1075℃까지 온도를

탄소 용해도가 높은 금속에는 탄소 원자가 많이 생성돼 다층

기며 그래핀 결정핵이 만들어졌다. 그래핀 결정핵은 이후 균

속은 금속 표면에 한 층의 그래핀이 합성된다. 반면 니켈처럼
그래핀이 만들어진다.

니켈은 다층 그래핀을 합성할 수 있지만 생성된 그래핀의

층수가 불균일해 고품질 그래핀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런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니켈과 구리를 섞는 방법도 고안됐으

나, 이 역시 그래핀을 2층까지밖에 쌓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

1nm

도를 높일 수 있는 미지의 금속을 찾는 것. 여러 시도 끝에 탄

다. 탄화수소가 탄소를 공급하고, 이를 금속 기판이 촉진하는
것이다.

이상협

내야 했다.

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넓은 면적의 그래핀을

법이 필요하다. 화학기상증착법(CVD·Chemical Vapor

IBS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학생 연구원
성균관대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은 고품질의 그래핀을 4층으로 쌓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고안해낸
합성법을 이용하면 다층 그래핀을 넓은 면적으로도 생산할 수 있다.

그래핀을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흑연을 이용하는 것이다. 흑

얻을 수 없다.

f o r

N a n o s t r u c t u r e

P h y s i c s

나 노 구 조 물 리
연
구
단

Pixabay

IBS

더 올리자 구리와 실리콘은 승화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이 생

일한 그래핀으로 성장했다. 높은 탄소 용해도를 가진 구리-실
리콘 합금으로 균일한 그래핀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래핀의 층수는 메탄의 농도로 조절할 수 있었다. 메탄의

농도가 높을수록 메탄에서 분해되는 탄소 원자의 양이 많아

져 그래핀의 층수가 높아진다. 메탄의 농도가 0.01%일 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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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균일한 다층 그래핀 합성 방법
900℃에서 구리-실리콘 합금 생성

그래핀을 합성하는 공간인 석영관(SiO2)에 구리 기판을 넣고
900℃로 가열하면 구리-실리콘 합금이 생성된다.

Si

1cm

C

2

900℃에서 실리콘-탄소 층 생성

CH4

1cm

1

Cu

석영관에 탄소 공급원인 메탄(CH4) 기체를 주입해 실리콘-탄소 층을
만든다.

1층
메탄 0.01%

4층
메탄 0.1%

2층
메탄 0.03%
3층
메탄 0.06%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이 개발한 그래핀 합성법은 메탄의 농도를 조절해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사진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옮겨진 단층 및 다층 그래핀.

3

1075℃에서 그래핀 결정핵 형성

온도를 1075℃까지 올려 구리와 실리콘은 승화시키고, 탄소 사이의
결합을 만든다. 이것은 그래핀 결정핵이 된다.

4

그래핀 적층 완성

그래핀 결정핵은 점차 균일한 그래핀으로 성장한다.

구리와 실리콘 승화
탄소 흡착

0.03%일 땐 2층, 0.06%일 땐 3층, 0.1%일 땐 4층 그래핀이 생

도 종종 있었다. 그때마다 실험을 다시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2020년 7월 27일자에 실렸다.

고, 최종 온도까지 몇 단계에 걸쳐 온도를 증가시키는 묘수를

겼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대면적의 그래핀 합성 가능해져
이번 연구는 구리-실리콘 합금을 응용해 세계 최초로 4층의

균일한 그래핀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가 크다. 이뿐
만 아니라 그래핀을 합성하는 공간에서 합금을 만든다는 새로

구리 합금 합성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향후 추가 연구

를 통해 실리콘-구리 합금을 만드는 방법도 개선해나갈 계획
이다.

다층 그래핀을 반도체나 회로 등 다양한 소자에 적용하면

핀에서 특이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 또한 앞으로 계속 해

cm2인 대면적 그래핀도 합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성공하기

까지 2년이 넘는 고된 실험이 있었다.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

던지 석영관의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식된 적도 있다.
고온 열처리로 석영관의 실리콘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석영관
내에 산화물이 쌓여서다.

실험에 사용한 구리 기판은 사파이어 기판 위에 증착된 필

름 형태다. 그렇다 보니 고온에서 구리 필름이 벗겨지는 경우
50 IBS Research | 15th Issue | 2020 2nd

현재 석영관을 고온 처리해 실리콘을 얻는 방법은 실리콘-

핀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지만, 기업 등에서 석영관의 크기를 키우면 면적이 수십~수백

1nm

찾아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 크기의 한계가 있어 직접 시도하지 않았

주입하는 메탄 기체의 농도에 따라 그래핀의 층수가 달라진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단층과 다층 그래핀.

거쳐 우리 연구팀은 구리 필름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찾

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

또 반도체 웨이퍼에 견줄 수 있는 크기의 고품질 다층 그래

5 합성 결과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이 고안해낸 다층 그래핀
합성법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7월
27일자에 실렸다.

필자를 포함한 IBS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은 이렇게 다층 그래
나갈 계획이다.

이상협

2014년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했다. 2014년 3월부터 IBS 나노구조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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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는

좋 은

정성적 평가가
나아갈 길

연구의

출발점

2005년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

른 평가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기 시작했다.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큰 이유는 마련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

(Failure Knowledge Database)’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
실패한 사례를 모아 연구자와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57.3%의 응답자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답을 냈기 때문이다.

아서다. 실제로 2017~2019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동단장을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맡았던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제도를 운영할 때

로 보관해 유사한 연구들의 창의성과 연구과정을 평가하는 데

다”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바뀐 제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유사한 연구결과가 있었는지, 혹은 이전의 실패를 어떤 창의적

대표적인 것이 동료평가(peer review)다. 오늘날 정성적 평가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실패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

활용하고자 했다. 가령 누군가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이전에

는 평가자의 인력 상황, 시간적인 한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는 주로 동료평가로 이뤄진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연

축적됐다. 일본의 전체 연구과제 수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많

현할 수 없는 연구의 독창성과 창의성,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

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 중요성과 그 과정을 평가하는 만큼 정량적 평가와는 큰 차이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에는 최근까지 2만여 건의 실패사례가

은 수치는 아니지만, 연구과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

강조되는 정성적 평가···
체감 크지 않은 이유

정량적 평가는 논문 수,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F), 피인용률 등을
통해 연구를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이런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연구자의 성실성 등을 분석한다.

연구성과를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도

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부터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는 국

가연구개발사업 평가가 연구자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로 개편될

구자들이 피평가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량적 지표로는 표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보다는 연구
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동료평가를 실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동료평가는 평가자 또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주관적
으로 이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평가자를 선발할 때 피평가자

의 출신 대학이나 현재 소속 등을 고려해 관계자를 배제한다. 그

런데 국내 연구인력상 각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연구자가 그

리 많지 않다. 그마저도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피평가자와 인맥
201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구 혁신의 날’ 행사 장면. 유럽연합(EU)은
유럽 평가 네트워크(EUevalnet) 등을 운영하며 국제공동연구와 연구평가 혁신 등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EU

좋 은

Viewpoint

GIB, 동아사이언스

IBS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제4차 국가연구

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에는 연구자가 스스로 기
획한 R&D 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계별 평가와

최종 평가를 할 때 연구를 수행한 과정과, 연구가 관련 분야에

기여한 정도도 평가해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연구 과정상의 성
과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현장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평가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 4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 및 부처, 전문기관 관계자를 대상으
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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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가는 좋은 연구의 출발점이다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돼 평가자가 내실 있는 평가를 하기 어려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 교수는 “이 때문에 평가자 선발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평가

운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해외 저명한 연구자들을 평가위원

으로 초빙하는 방법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일부 국내 연

연구성과 평가 혁신을 위한 유럽 평가 네트워크의 핵심 전략
높은 수준의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라

인간 중심의 연구 혁신을 강조하라

지식 확산과 열린 과학에 집중하라

구기관에서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를 초빙해 평가를 진행

연구 혁신으로 국가정책과 국제협력을 달성하라

의 문제로 해외 연구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연구 혁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라

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개인 연구과제 평가에는 비용 등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수천 개의 개인 연구과제가 진행된다.

이는 평가해야 하는 연구과제의 숫자도 수천 개에 달한다는 뜻
이다. 이 교수는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와 연구비 총액이 같다

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 수가 수십 배 더 많다”며 “적

연구 혁신을 통해 국익과 성과를 창출하라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하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연구 혁신에 투자하라

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
기술적 성과
EUevalnet

연구성과 평가는 연구자들에게 이정표를

정 연구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를 조절 운영한다면 연구과제
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 연구자를 통한 동

료평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기간 6개월 두는 미국과 독일

성과와 조직운영 동시 평가하는 일본
2020년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의 연구 성과와 제도를

성과 평가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의 가치에 대해 토론해 최종 평가를 내린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패지식 데이

이 기간 동안 평가단은 연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성과와 연

화학연구소 종신연구원은 “평가제도가 명확히 설립돼있어 연구

정성적 평가에선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는 장치도

이경상 NIH 국립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IH의 동료평가는

터베이스와 같은 정성적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자들은 동료평가를 앞으로의 연구 비전을 설명할 기회로 삼는

유럽연합(EU)은 ‘평가 네트워크(EUevalnet)’를 통해 평가 정

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위), IBS(3위) 등 한국의 50대 연구기관(Top 50 Institution)을

다”고 말했다.

보를 공유하고 평가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평가 네트워

개에 최근 12개월간 게재된 논문 수(Count)와 저자의 기여도

행하는 것은 세계 최고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독일 막

구성과 평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두 차례 공동회

(Share) 등을 분석해 매겼다. 기관이 발표한 전체 논문 중 82종

평가 기간을 6개월 이상 넉넉하게 잡고 심도 있는 평가를 진

크에는 2019년 기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33개국의 연

스플랑크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신동혁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우수한 연구평가 사례를 공유한다. 또 실

정규화 점수(Nature Index Normalized)’ 평가 방식이다.

진행된 모든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된다”며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의하고, 해당 연구가 사회, 환경 등 기초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

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네이처 인덱스 지수를 발표하

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 세계 톱 저널에 발표된 논문의 비중을 따지는 ‘네이처 인덱스
네이처는 연구기관의 규모나 논문 수보다, 논문의 질적 우수

고 있다. 네이처 인덱스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스윈뱅크스 스프링

Nature Index 2020

서 독창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평가 기간은 평균 6개월이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NIH)은 기초과학 연구 평가에

연구자의 성과를 단순히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연구

선정했다. 순위는 네이처에서 선정한 우수 자연과학 저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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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한다. 김유수 일본 이

집중적으로 다룬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2020 한국 특집
호’를 발행했다. 네이처는 이번 특집호에서 서울대(1위), KAIST(2

2020년 5월 28일 발간된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 특집호에 실린
IBS의 네이처 인덱스 지수.

터 동료평가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거 네이처 호주·뉴질랜드 회장은 2019년 11월 국내 한 언론과의

생물리학연구소 연구원은 “연구결과가 없어도 연구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데 연구원들 대부분이 만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설립된 지 100년가량 된 일본의 대표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

좋은 평가는 좋은 연구로 이어진다. 신 연구원은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합리적인 정성적인 평가는) 실패를 두려워 않고 근본

임자의 고유과제를 평가할 때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원 역시 “연구성과 평가는 연구자들에게 이정표를 제공하는 역

며 안정적인 평가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화학연구소는 연구책

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데 이때 반드시 평가단에 해외의 연구자를 포함시키고, 평가단

이처럼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초과학 연구 선진국에선 일찍부

한다.

인 이화학연구소(RIKEN)는 긴 역사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

인터뷰에서 “연구의 우수성 또는 수준을 높이려면 평가 제도부

터 바꿔야 한다”며 “양이 아닌 연구의 질로 평가하는 것은 세계

험결과에 따라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논

이 연구자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예산, 기획, 인력운용 등 전반

적인 질문에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김 종신연구

할을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는 좋은 연구의 출발점”

이라고 강조했다.

55

Special

GIB

Americal Physician Scientists Association

원격회의, 온라인 학회…

‘비대면’ 연구 활발

2020년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88.4%는
사무직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비말감염으로 전파되는 코로나

19의 특성상 사람 간 마주치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였

다. 출장이나 회의도 원격회의로 대체됐다. 미국의 경우는 구글,

KRISS

IBS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In C O V ID -19 E r a
‘인 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졌나

“내년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건강하고
젊은 성인층은 2022년에나 접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숨야 스와미나탄(Soumya Swaminathan) 세계보건기구

가 수 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이런 재택근무가 더 일상화될 전망이다.

미국 기술시장 연구업체 기업기술연구소(ETR)는 전 세계 기업
최고정보책임자(CIO)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전 16.4%였던 영구 재택근무자(회사에 출근하지 않

고 독립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2021년 34.4%로
늘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

용한 비대면 협력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 예로 화상회의 서비
스 줌(Zoom)의 경우 일일 이용자수가 2019년 12월 약 1000만

명에서 2020년 약 3억 명으로 30배가량 늘었다.

기초과학연구원(IBS)도 본원 내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기 위한

(WHO) 수석과학자는 WHO 본부 화상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찰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비대면 흐름에 합류했다. 이규

일상을 찾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는 게 WHO,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

단계 때 전체 연구실 인원을 50% 이내로 유지하며 규정을 준수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당분간 벗어날 수 없는 ‘인 코로나(In COVID-19)’
시대, 우리 삶과 연구 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돌아봤다.

재슬린 피바디 리버 미국 앨라배마대 박사과정 연구원이 ‘미국 의사
과학자 협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화상으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매년 500명 가까이 참석하는 대형 학술대회 중 하나다(위).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이 9월 3일 ‘버추얼 랩 출범식’에서 온라인으로 랩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아래).

문을 제출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

고 이를 문서화하기도 쉬웠다.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도

영 IBS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연구위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60%가량 줄일 수 있었다.

했다”며 “대부분의 미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거나 화상

빠르게 온라인 흐름에 합류했다. APS 유체역학분과 학회는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안전, 소재, 반도체, 양자 등 9개 주제

바뀌었다. APS 유체역학분과 학회에 참석한 김호영 서울대 기계

가진 버추얼 랩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자료

지 않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세션을

회의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버추얼 랩(Virtual Lab)’을 꾸렸다. ‘가상 연구실’이라는 뜻을
를 공유하고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공동연구 역시 다양한 비대면 형태로 전환되는 중이다.

2020년 4월 20일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

온라인 APS가 성공을 거두면서 APS에 소속된 분과 학회도

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6월 온라인 개최로

공학과 교수는 “등록비가 저렴해지고 비행기 티켓 등 여비가 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
했다.

물론 온라인 학회의 한계도 있다.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듣는

(AWS)는 코로나19 연구 데이터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클

것 이외에 참가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

학회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물리학회(APS)

비중이 40%라면, 다양한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활동이 60%일

라우드 서비스‘CORD-19 서치’를 발표했다.

는 4월 18일부터 사흘간 열린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

최했다. 그 결과 등록자가 7000명 이상으로 작년의 4배를 웃돌

았다. 온라인 학회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질

한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학회 참석 시 강의의

정도로 실제 만나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학회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연기했던 학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
57

일반적인 학술지보다 빠르게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20년 11월
6일 기준 메드아카이브에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논문은 8351건이었다.

8351

IBS

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아카이브 논문 수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달라

졌다. 미국 언론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뉴잉글랜
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투고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논
문은 하루에 110~150건이다. 제니퍼 제이스 NEJM 홍보팀 이사

는 이에 대응해 “최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는 논문 검토 과정을
48시간 이하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 없이 논문을 곧바로 게재할

수 있는 바이오아카이브(bioRxiv), 메드아카이브(medRxiv) 등

2652

2549

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이와 같은 아카이브의 다운로드 수는 코
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00배 이상 폭증했다.

아카이브에 올린 연구결과는 댓글 형태의 리뷰를 통해 검증

335
화학아카이브

아카이브

바이오아카이브

메드아카이브

을 받게 된다.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몇 달에 걸쳐 검증한

논문보다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아

카이브를 통해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2020

최하는 추세다.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9월 20일 코로나19를

년 11월 6일 기준 메드아카이브에 게시된 ‘COVID-19’ ‘SARS-

4000명을 넘어서며 올해 개최된 국내 학술대회 중 가장 높은

1월 처음 시작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엄청난 양이다.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는 순간 최대 접속자가

참여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

CoV-2’ 관련 논문은 총 8351건이다. 코로나19 연구가 2020년
이에 대해 남재환 가톨릭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백신 개발 회

사 등에서는 전임상 결과를 논문으로 내기 전에 아카이브에 올

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2020년 8월 ‘온라인 학술

리는 경향이 높다”며 “연구자 간 데이터를 빨리 공유하기 위한

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데이터가 충분히 담기지 않은 경우도 많아 비판적으로 받아들

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을 통해 온라인 학회 지원 가

인코로나 시대,

연구 패러다임이 변한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다. 전 세계 학계는 새로 출몰한 바이러스에 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일부 논문은 의미있는

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코로나 시대에

하면, 이를 학술지 측에서 동일 분야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는

다.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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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관심을 받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감염되지 않는다’ ‘5G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몸의 호르몬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러스와 함께 전파되고 있

결성과 기능,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1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심리적 고립감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는 스트레스 호
르몬인 코르티솔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동물 실험에서는 강제적인 거리두기가 ‘사랑 호르몬’이라 불

리는 옥시토신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옥시토신은 출

산할 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인 동시에 유대관계를 느끼

게 하는 등 심리적 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레리 그리네비치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는 낯선 쥐 두

트워크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 등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들이
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팩트체크 코너 ‘미신타파(Mythbusters)’를 운영하고 있다.

차미영 IBS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CI(연구책임자)는 각국의

SNS에서 얻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200여 건을 수집해 국

내총생산(GDP) 지수가 낮은 나라의 국민일수록 가짜뉴스에 노
출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개발도상국 사용자들이 접하는 정보의 질과 진위

성이 낮고, 심지어 국민들이 이를 믿는 경향도 더 높다는 사실을

신을 만든다. 이들 쥐를 서로 격리한 채, 바라보기만 하거나 상대

비크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33.3%가 가짜뉴스를 신뢰한다고 말

로 9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전국의 2063명에게 설

았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 2020년 7월

인프라가 취약한 나라에서 인포데믹(잘못된 정보나 악성루머

의 연령층에서 우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등 ‘코로나 우울’이 사

한편 코로나19가 퍼지며 함께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연

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의 목적과 과정, 결론, 의미 등을 논문으로 정리해 학술지에 투고

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호르몬의 항상성뿐 아니라 신경세포의 연

코로나19로 새롭게 주목받는 연구 주제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

대표적인 예로 논문을 검토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일반

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마리가 서로 접촉할 때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다는 데

기가 만드는 심리 변화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2020년 실제

적으로 연구자가 논문을 한 편 작성해 게재하는 일은 짧게는 수

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루머를 앞선 팩트(Facts Before Rumors)’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관련 루머의 팩트체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했다.

새롭게 주목받는 연구

한 연구결과를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 논문
출판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루머를 앞선 팩트’

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2020년 9월 국제학술지 ‘인지과학

트렌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사람간의 관계 맺

주목했다. 옥시토신 신경세포는 뇌 시상하부에 위치하며 옥시토

의 소리를 듣기만 할 때는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지 않
27일자에 발표됐다.2

1 Robin I.M. Dunbar et al., “The Neurobiology of Social Dista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020, DOI: 10.1016/j.tics.2020.05.016
2 Valery Grinevich et al., “Social touch promotes interfemale

communication via activation of parvocellular oxytocin neurons”, Nature
Neuroscience, 2020, DOI: 10.1038/s41593-020-0674-y

알아냈다. 가령 미국, 스웨덴 등 경제 부흥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16.7%만이 제시된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믿었지만, 니제르, 모잠
했다.

등이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으로 인한 피
해도 더 크다는 것이다. 차 연구책임자는 “같은 루머라도 종류에

따라 신뢰도가 다른 경향이 있었다”며 “5G 루머는 대부분의 사

람들이 알고 있지만 신뢰도는 10%로 낮은 반면, 백신을 접종하

면 불임이 된다는 루머는 확산도가 낮았지만 25%가량이 이를

믿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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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영 CI, 美 인공지능학회
Test of Time 논문상 수상

이를 통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의미하는

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CI

차미영 IBS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CI(KAIST 전산학부 교수)가

성할 수 있는 ‘승온법(heat-up process)’ 개발

‘뇌 위의 모닥불’ 작품은 쥐의 뇌막을 고해상도

글로벌 정보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부한 것을 버리고,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나노

학, 생리의학, 경제학 분야를 통틀어 피인

본 것”이라며 “묵묵히 함께 연구를 해 온 제자

RNA 연구단 연구위원의 ‘감정의 분화’다. 먼저

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냈다. 또한 새로운 사

로 관찰하기 위해, 뇌막 림프관의 구조를 유지

애널리틱스는 2020년 9월 23일 물리, 화

관은 초록색으로, 뇌막림프관과 대식세포는 붉

용 우수 연구자 2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연

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동료과학자들의 도

게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담겼다. 또 ‘감정의 분

이며 해당 분야에 혁신적 공헌을 해온 연구

수 있었던 상황 덕분에 이 같은 영예를 얻을 수

현시켜 분화를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하다가 우

에 선정된 사람들 중 현재까지 54명이 노

특정 분야를 넘어 다양한 주제에 영향력을 미

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사용자가 인플루언서가

한 상태에서 형광 염색을 이용해 촬영했다. 혈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도 제시했다. 이 같

은색으로 표현됐으며, 림프관은 힘차고 활발하

은 전략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광고를 진

행하기 위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인플루언서 선

정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다.

차 CI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박사후연

1등 소리 붓으로 그린 그림

로 나노입자의 응용 분야를 넓혀 왔다.

구를 토대로 발전했다.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오래 활동할 수 있는지,

되는지 사례를 분석해, 인플루언서로 빠르게

차미영

단 연구위원의 ‘뇌 위의 모닥불’과 박세진 IBS

구 논문의 피인용 빈도가 상위 0.01% 이내

현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 그간 공

과학 분야 연구에 뛰어든 것이 20년 만에 빛을

움, 그리고 장기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할

자들이 여기 선정된다. 피인용 우수 연구자

있었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연히 하트모양 세포 군집을 관찰하고 이를 현

벨상을 받았으며, 이중 29명은 선정되고

지금까지 세 명의 연구자가 피인용 우수 연구자

3등에는 공초점 주사현미경으로 제브라피

여겨지기도 한다. 한국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

학반응 연구단 연구단장(KAIST 교수)은 기능

화’ 작품은 신경줄기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발

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이 연구를 수행했다. 차

미경으로 찍은 것이다.

공지능학회(AAAI)의 제14회 웹 및 소셜미디

전산학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과

시의 눈에 빛을 쪼인 뒤 반사된 빛을 동영상으

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성 메조다공성물질 설계 관련 연구로, 2018년

Award’를 수상했다.

다는 점이 재밌어서 밤새 연구한 기억이 난다”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와 곤충 세포에

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나노입

구단장(UNIST 교수)은 탄소 소재 기반 슈퍼커

향력을 행사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매년

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포들의 향연을 담은 ‘녹색은하(김효진, 바이오

2001년 현 단장은 온도를 서서히 가열하며 나

2020년 6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 인

어 국제학회(ICWSM 2020)에서 ‘Test of Time

ICWSM은 오랫동안 학계에 지속적인 영

Test of Time Award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

다. 차 CI는 2010년 ICWSM에 게재한 연구성과
로 수상했다. ‘백만 팔로워의 오류(Measuring

User Influence in Twitter: The Million

Follower Fallacy)’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현재
까지 약 3669회 인용됐다.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사용자

CI는 “당시에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가

학 문제 해결에 인터넷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

로 찍은 ‘별이 된 물고기(홍진희·조용현·조재철,

며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연구가 되어 감사

제5회 IBS ‘Art in Science’
수상작 선정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위해 마련한 ‘제5회 Art

in Science(아트 인 사이언스)’ 공모전의 우수

특정 유전자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세

등(1점), 2등(2점), 3등(3점) 등 총 6점의 수상작

는 양자(남신재,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등 3점

에 게재됐고, 현재까지 1660회 인용됐다. 화학

을 결정했다.

1등을 수상한 작품은 황일하 IBS 복잡계 자

의 산화반응을 소리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제어

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소리는 접시 안에 물결 패턴을 만들고, 이러한

만 개의 트윗을 분석했다. 당시 방대한 네트워

다. 이와 함께 2020년 6월 30일까지 전시 관람

염료 분자와 섞이는 비율을 조절한다. 모양이

데이터를 토대로 수천 건의 후속 연구가 도출

투표를 진행했다. 내부 심사결과 점수(70점)와

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차 CI는 5498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게시

한 19억 6325만 개의 소셜링크와 17억 5592

크를 분석한 이례적인 연구로 평가받으며, 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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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전시 관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에 따라 가상현실(VR) 관람 방식으로 진행됐

노입자를 합성하는 승온법을 개발해 크기가 균

일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찾

2019년 12월부터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전시

통해, 단순히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메시지 전

자를 원하는 대로 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극한의 미시세계인 양자영역에 들어간 모습

기조립 연구단 연구위원의 ‘소리 붓으로 그린

수상작 6점을 포함한 18점의 출품작들은

현 단장의 연구는 태양전지에서 암 진단, 치

2등 뇌 위의 모닥불

작품 6점이 선정됐다.

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측정법 비교를

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그리고 영화 앤트맨

2년 내 노벨상을 수상해 노벨상의 전초전으로

한편, IBS 소속으로는 현택환 단장을 포함해

그림’이다. 이 작품은 선명한 파란색 염료 분자

을 주사터널링 현미경으로 표현한 ‘별이 빛나

의 작품이 포함됐다.

수‧사진)이 클래리베이

렴한 가격으로 나노입자를 1000배 많이 생산

피인 용 우 수 연 구자

전 세계 실험실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나

현택환 IBS 나노입자 연구단장(서울대 석좌교

물결은 공기 중 산소를 용해시키며 용액 안의

트 애널리틱스의 ‘2020

(Citation Laureates)’로

온라인 투표 점수(30점)를 합산해 출품작 중 1

2등을 수상한 작품은 안지훈 IBS 혈관 연구

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

선정됐다. 크기가 균일

제6회 IBS ‘Art in Science’
공모전 개최

현 단장은 이어 승온법의 산업적 응용을 위

리얼스(Nature Materials, 3000회 인용)’에 게

다른 그릇 위에 주파수 생성기, 스피커 등의 붓

패시터 연구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분야에서 10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의 수는 전

현택환 단장, 2020 피인용
우수 연구자에 선정

자로부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택하는 온라인

로드니 루오프 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연

체 논문의 약 0.025%에 불과하다.

하는 실험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다. 스피커의

으로 그림을 그렸다.

아냈다. 이 연구는 2001년 미국화학회지(JACS)

로 선정됐다. 2014년 유룡 IBS 나노물질 및 화

한 원천기술도 개발했다. 2004년 ‘네이처 머티

재한 연구에서 현 단장은 기존 대비 1000배 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승온법은

현택환

IBS 나노입자 연구단장

노입자를 합성하는 ‘표준 합성법’으로 쓰인다.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의 양자점을 원
하는 크기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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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KAIST에서 기계

평을 받았다. 코로나 사이언스는 연재된 리포

신희섭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사회성 뇌과학

공모전이 개최됐다.

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과학기

많은 전문가 글을 추가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

논의들은 마치 무지의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행 중인 아트 인 사이언스 공모전은 IBS가 연

스템연구본부장, 기술사업본부장, 기술정책연

코로나 사이언스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언스는 IBS가 기획했으며, 도서출판 동아시아

‘제6회 IBS Art in Science(아트 인 사이언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위해 2015년부터 진

구 과정에서 포착한 예술적인 순간을 사진이

공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기

트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을 업데이트하고 더

술연구원에서 CAD/CAM 연구센터장, 지능시

게 읽을 수 있도록 새 단장했다.

구소장,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융합연구정책센

는 신종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와 방어전략을

이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사

유발 메커니즘, 치료 전략 등을 다뤘다. 특히 김

나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를 대중과 공유할 수

터장, 강릉분원장을 역임했다.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이 아닌 5

회문제 및 국가현안 해결 역량을 높였다는 평

빛내리 IBS RNA 연구단장이 질병관리청 국립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으로 개방형 연구사

세계 최초로 코로나19를 일으킨 사스코로나바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제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구조, 폐렴

명 이하의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제

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공공어젠다를 위한

로 출품할 수 있다.

업(Open Research Program) 등 새로운 연

2차 온라인 공개 투표(30점) 등 두 가지로 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

노도영 IBS 원장은 “하성도 신임 부원장은

분석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전망하는 책이 나

출자나 팀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모두 3점 이내
작품에 대한 심사는 1차 내부심사(70점)와

구사업을 기획했으며, 강릉지역 기업들의 신종

보건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2020년 4월

코로나19 분석 보고서
‘코로나 사이언스’ 발간

그룹 연구단장은 “이 책에 담긴 명징한 과학적

김했다. 2019년에는 히

느껴진다”고 추천의 글을 적었다. 코로나 사이

예상의 증명을 발표했

가 펴냈다.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온·오프라

해가 언제 수렴하는가’

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수학 분야 본원
복소기하학 연구단 출범

IBS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융합, 수

2부는 신종 바이러스의 가공할만한 전파능

복소기하학 연구단의 단장은 황준묵 고등

다. 한편, 수학 학술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

Angewandte Mathematik)’을 비롯한 여러 저

저술한 과학 교양서 ‘코로나 사이언스’를 발간

나19의 전파‧인체 면역‧숙주‧치료제 등 현재

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수학과

말했다.

페이지에 연재한 19편의 ‘코로나19 과학 리포

을 다뤘다. 끝으로 3부에는 코로나19에 맞서는

(MSRI)에서 연구했고, 미국 노트르담대와 서울

석‧인포데믹‧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담았다. 또

를 역임하며 실수보다 더 큰 집합인 복소수로

80만 원), 은상(3개 작품·상금 50만 원), 동상(4

하 신임 부원장은 “부원장으로서 IBS가 세

(1개 작품·상금 100만 원), 금상(2개 작품·상금
개 작품·상금 3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임 하성도 부원장
(KIST 책임연구원) 초빙

하성도 한국과학기술

계적 기초연구기관이 되는 데 기여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에게도 기초과학의 중요

트’를 재구성한 책이다.

IBS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고등과학원 교수

황 단장을 선임한 평가위원회는 “황 단장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로 다른 수학 분야들의 교차점에서 최전선의

도 소개한다.

하는 대수기하학 등의 연구에 매진해왔다.

과 높은 인지도를 토대로 연구단을 이끈다면

확대해 왔으며, 연구지원을 위한 행정기능을

관점에서 코로나19의 과학적 실체와 관련 사

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가장 유효한 무기는

기하학계의 여러 난제를 해결했다. 1999년 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리포트는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억

며 “코로나 사이언스에서 뛰어난 기초과학자

수학계에 이름을 알렸고, 1997년부터 2005

가과학자’ 과제를 통해 고등과학원에서 박사후

IBS는 2011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을

사회과학자 등이 작가로 참여했으며, 다양한

측과 공포심이 퍼져 나가는 혼란 속에서도,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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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학술지의 편집인을 맡아 국제수학계의 리더

연재해왔다. IBS 소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의사,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거쳐 신임 부원장

하 신임 부원장은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수리과학연구소

혔다.

성을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

했다. 과학기술 유관 기관 및 IBS 부원장 추천

IBS 부원장

사회를 주제로 의료진의 경험담‧정신의학적 분

진 ‘크렐레 저널(Journal für die reine und

연구를 해왔고, 그 업적은 전 세계 일류 대학의

9일부터 IBS 신임 부

작했다.

까지 규명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

과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황 신임 단장은 서울

학 분과) 및 2014년 기조강연을 펼치기도 했

표현되는 공간을 연구하는 복소기하학과, 대

회현상을 분석했다.

하성도

력, 궁극의 방어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코로

학 분야 31개 연구단을 구성하게 됐다.

로 2006년 초청강연(대수기하학 및 복소기하

바이러스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사회적 변화와

보강하기 위해 2020년 5월 부원장 직위를 신설

원장으로 임기를 시

가 1부에 포함됐다.

년 국가과학자로 선정됐다. 필즈상 시상식이 열

올바른 과학지식을 공유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연구원(KIST) 책임연

구원이 2020년 11월

상(2001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2006

리는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한국인 최초

도 풍부하다”며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했다. 이 책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IBS 홈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황 단장은 한국과학

Geometry)이 대전 본원에서 출범했다. 이로써

용해 온라인 공개투표를 진행한다.

IBS 부원장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 기대한다”고

이 없었던 문제였다.

뒷이야기를 김빛내리 단장이 직접 설명한 연재

위지인 ‘셀(Cell)’에 발표했다. 이 연구의 의미와

왔다.

두 가지 심사에서 나온 점수를 합산해 대상

년 히르쇼비츠가 제기한 이후 근 40년 간 진전

인 복소기하학 연구단(Center for Complex

KIST에서 27년간 재직하며 연구는 물론 기술

IBS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초과학자 12인이

에 대한 이 예상은 1981

황준묵

IBS 복소기하학 연구단장

전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생명과학 분야 권

을 고려해 작품을 평가한다. 여기서 선별한 작

사업화, 사업기획·조정, 정책 수립 등 행정경험

는데, ‘방정식의 멱급수

년), 호암상(2009년) 등을 수상했으며, 2010

력 확보를 위해 기술 지원을 시행하기도 했다.

품을 대상으로 IBS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이

르쇼비츠(Hirschowitz)

2020년 9월 1일부터 수학 분야 신규 연구단

눠 진행한다. 먼저 1차 내부심사는 예술적 측

면, 대중적 측면, 과학적 측면 등 세 가지 측면

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을 과학적으로

이러스-2가 숙주세포에서 생산한 RNA 전사체

계적 수학자로 자리매

을 초빙하고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해 연
구단 지원 행정과 기관 경영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철한 과학적 지식을 제시해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연구의 최전선에 선 과학자들이
실험실을 나와 직접 대중과 소통해 각계의 호

이에 대응하는 과학자들의 연대, 극복 노력 등
노도영 IBS 원장은 “코로나19와 세계 각국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사고”라

수적 방정식들로 정의될 수 있는 도형을 연구

황 신임 단장은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해

자스펠트(Lazarsfeld) 예상을 증명하며 국제

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합리적 사고의

년에 걸쳐 균질공간의 변형불변성 증명을 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뇌과학자로 제1호 국

타(Matsushita) 문제 해결(2008년) 및 보빌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과학자이자 제1호 IBS 연구단장이기도 한

저명한 석좌교수 수준”이라며 “특유의 독창성

전 세계 어느 연구소에 견줘도 뛰어난 성과를

지난 10년 간 황 단장은 한국연구재단의 ‘국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성했다. 이후 복소사교기하학에서의 마쓰시

IBS에서는 복소기하학 분야 신진 및 중견 연구

(Beauville) 예상 증명(2013년) 등을 통해 세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하학 수리물리 연

자들도 연구단에 참여해 더욱 집중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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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등 IBS 내 수학 분야 연구단과의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단장은 “21년간 몸 담았던 고등과학원과

는 색다른 분위기인 IBS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

으며 연구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미해결

저하게 감소하고, 공포반응이 재발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어 공포기억에 관여하는 새

로운 뇌 신경회로도 발견했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개발성과’로도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국

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며, 온라

필수재료인 카이랄-락탐만 선택적으로 제조하

과 10건을 사회문제해결 연구성과로 꼽았다.

부하게 존재하지만, 반응성이 낮아 활용이 어

문제에 도전해 긴 역사를 가진 복소기하학 분

인 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도가 높은 연구성

는 연구로 세상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심리치료법의 효과를 과학적으

려웠던 탄화수소로 유용한 물질을 만들었다는

니라 국내 수학 분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구단의 출범이 수학 공동체의 발전에 유익한

한편 2019년 3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카탈

야에서 우리 연구단만의 독자적인 색깔이 있
노도영 원장은 “황준묵 단장은 연구뿐만 아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복소기하학 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 입증한 연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2019년 7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리시스(Nature Catalysis)’에 게재된 분자활성

술 분야 우수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생체조직

촉매반응 연구단의 연구성과는 생명‧해양 분

야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자연계의 많은 분자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IBS 연구성과 3건 선정

다. 이들은 구성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도

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

자가 서로를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은 형상을

IBS가 2019년 배출한 연구성과 3건이 국가연

는 촉매를 개발한 것이다. 이 연구는 자연에 풍

Communications)’에 게재한 성과는 융합기
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현미경으로도 그 내부
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광신호를 100

들은 자신과 똑 닮은 ‘쌍둥이 분자’를 갖고 있

배 이상 증가시킨 ‘홀로그램 현미경’을 개발하

서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낸다. 특히 두 분

을 고해상도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고, 이를 활용해 살아있는 제브라피시 신경망

는 절개 수술 없이도 고심도 생체영상을 얻을

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띈 물질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한다.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질체로 만든 약품일 정도로, 의약품 개발에 있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및 동력학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요하다.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생리활성을 나

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의

유형이 유용할지라도, 다른 유형은 독약이 될

됐다. 올해는 2019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

(KISTEP)은 10월 30일 ‘2020년 국가연구개발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분자 분광학

시판되는 의약품의 60%가량이 거울상 이성

어 거울상 이성질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

의 연구 성과가 이름을 올렸다.

타내기 때문이다.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하나의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연구성과는

수 있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 2019년 2월 국제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

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원리를 모르고 사용

연구진은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한 종류의 분

자만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촉

하던 트라우마 심리치료법(눈동자를 좌우로 움

매를 개발했다. 2018년 자연계에 풍부한 탄화

원리를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양측성 자

환시키는 촉매를 개발(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직이는 등 양측성 자극을 주는 방식)의 과학적
극을 반복해서 줬을 때 생쥐의 공포반응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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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고부가가치의 감마-락탐 화합물로 전

(Science)’ 게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약품의

수 있는 기반기술로, 향후 내시경 등과 결합해

보다 정확한 질병진단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

자긍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선정

된 7만여 건의 과제 중 최종 100선이 선정됐다.

IBS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의
우수성과를 배출했다.

올해로 발행 8주년을 맞이하는 IBS Research.
8년 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4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IB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으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IBS Research 14호에서 가장 좋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화보기사나

Report’입니다. COVID-19 Science

있었다, 기초과학은 어렵다는

반응을 얻은 기사는 ‘COVID-19 Science

일러스트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Report에는 COVID-19와 관련된

편견을 깼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정보를 대중에게

특히 현직 연구자나 대학원생

전하고자 2020년 3월부터 IBS가 게재해 온
‘코로나19 과학 리포트’의 내용을 압축해

담았습니다. 발간 시점에 가장 주목받는 현안을 다룬 기사인 만큼
관심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를 잇는 기사는 ‘Art in Science’와 ‘Into the IBS’ 입니다.

독자가 전공 외 분야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다고 평가한

데서, IBS Research가 ‘연구 커뮤니티의 상호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과학 속 예술의 세계를 다룬 ‘Art in

Science’는 쉽게 보기 어려운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다뤘다는

점에서, IBS의 최신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풀어낸 ‘Into the IBS’는
어려운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구체적인 활용분야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IBS Research가 매체로서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자를 위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일상생활과

과학기술의 접점, IBS 연구성과와 실생활

전문지와 대중을 위한 일반지, 두 가지
버전으로 발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과학상식의 연관성, 최신 트렌드를 다룬

함께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계에서 주목받는 연구자나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BS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기사를 새로운 코너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연구자, 일반인이 경험하는
연구 일상 등 사람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수지만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

현황이나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 IBS 연구 활동과 과학 발전의
상관관계 등 IBS의 위상을 염두에 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중성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이번 설문을
반영해 IBS Research가 기초과학과 여러분의 소통의

창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15호

피드백은 IBS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
ibs.media.ibs/)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Institute for
Basic Science

연구단 분포

기초과학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성과와
미래의 연구자 양성을 통해
인류의 지식 발전에 기여합니다.
IBS 원장

노도영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수원

RNA 연구단
연구단장

김빛내리

ibs.re.kr/rna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연구단장

노태원

ibs.re.kr/cces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단장

현택환

ibs.re.kr/nanomat

분자분광학및동력학연구단

연구단장

조민행

ibs.re.kr/cmsd

나노의학 연구단
연구단장

천진우

ibs.yonsei.ac.kr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연구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대전

qns.science

IBS 본원

울산
부산

광주
희귀 핵 연구단
연구단장

한인식

ibs.re.kr/cen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사회성 뇌과학 그룹

연구단장

신희섭

ibs.re.kr/cc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연구단장

이창준

ibs.re.kr/glia

지하실험 연구단
연구단장

김영덕

ibs.re.kr/cupweb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연구단장

최기운

ibs.re.kr/ctpu

성균관대학교

포항

대구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연구단장

김성기

복소기하학 연구단
연구단장

ibs.re.kr/cnir

황준묵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연구단장

이영희

ibs.re.kr/cinap

ibs.re.kr/ccg

POSTECH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연구단장

세르게이 플라흐
ibs.re.kr/pc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연구단장

김은준

ibs.re.kr/synapse

유전체 교정 연구단
연구단장

김진수

ibs.re.kr/cge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이산수학 그룹

연구책임자

엄상일

ibs.re.kr/dimag

액시온및극한상호작용연구단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

야니스 세메르치디스

유룡

연구단장

ibs.re.kr/capp

연구단장

ibs.re.kr/cncr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연구책임자

차미영

ibs.re.kr/ds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

연구단장

장석복

ibs.re.kr/cchf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단백질 커뮤니케이션 그룹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연구책임자

연구단장

김호민

김기문

ibs.re.kr/protein

ibs.re.kr/csc

KAIST

GIST

DGIST

부산대학교

혈관 연구단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기후물리연구단

연구단장

고규영

ibs.re.kr/vascular

연구단장

남창희

ibs.re.kr/corels

연구단장

남홍길

ibs.re.kr/aging

연구단장

악셀 팀머만
ibs.re.kr/iccp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연구단장

염한웅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연구단장

오용근

ibs.re.kr/caldes

ibs.re.kr/cgp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UNIST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연구단장

로드니 루오프

ibs.re.kr/cmcm

연구단장

명경재

ibs.re.kr/cgi

연구단장

스티브 그래닉

ibs.re.kr/softm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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