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2015
Vol.167
Summer 2015 Vol.167

Hot issue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래요”
2015 최악의 악몽, 메르스
“융합연구로 신종질병 제대로 대응하겠다”
김범태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장

연구성과
8년간 무한도전,
‘메탄올 생산’ 드디어 해냈다

Green your Life with Chemistry

Interview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신종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한다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Tel.042-860-7114
[문의 : 과학 확산팀 Tel.042-860-7826] www.krict.re.kr

www.krict.re.kr

Virus

Cover Story

Summer 2015
Vol.167

통권 제167호 발행인 이규호 발행처 한국화학연구원 과학확산팀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발행일 2015년 07월 20일 전화 042-860-7826 팩스 042- 860 -7828
홈페이지 www.krict.re.kr 편집ㆍ제작 대덕넷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진.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질환이다. 인플루엔자는
표면 항원인 hemagglutinin(H)과 neuraminidase(N)의 유전자 변이를 통하여 매년
유행을 초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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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뉴스레터 ‘KRICT Magazine’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RICT Magazine’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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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래요”
2015 최악의 악몽, 메르스
신종전염병 75%, 야생동물로부터 진화한 바이러스 원인
언제든 다시 들이닥칠 수 있어… “정확한 분석 통해 대처해야”

2003년 전 세계를 뒤흔든 사스-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인간의 호흡기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이 바이러스는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 약 8개월 동안 8096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77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2일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유행이 시작됐다. 햇수가
지나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는 7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27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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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지름 80nm, 길이 800~1000nm

서서히 줄고 있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

공포감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타고

의 기다란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

다는 평가다.

전 국민에게 전파되며 ‘실제상황, 비상사태’

로 위세를 떨쳤다. 이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처음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언

로 다가왔다.

서 잠복기가 7~10일(최대 21일)이며 감기처

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메르스 여파가 한반도를 뒤흔든 지 이제 한

럼 고열·두통·복통·설사 증세를 보이며

때쯤, 식당을 비롯해 쇼핑몰, 전통시장 등

달 반쯤 됐을까?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온몸과 내장, 뇌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어야 할 공공장소

영화관, 한창 활기를 되찾은 듯 보이는 백

부전과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당시 치

들은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화점. 또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후끈 달아

사율 90%에 육박했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

학부모들의 우려 속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오른 야구장의 응원 열기는 한바탕 불어 닥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는 일제히 휴교령을 내려야 했고, 지하철

쳤던 메르스 여파가 한풀 꺾였다는 것을 짐

그리고 2015년 여름. 메르스(중동호흡기증

이나 버스 등에서 재채기라도 하는 순간에

작케 한다. 그럼에도 국내 상륙 후 치사율

후군, MERS)라는 다시 찾아온 신종전염병

는 따발총처럼 날아오는 주변의 따가운 눈

18.8%(8일 기준)을 웃도는 메르스가 우리 일

이 대한민국을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다.

총을 피할 길이 없었다.

상생활까지 산산 조각낼 만큼 무서운 존재

메르스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바이

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메르스 전문가 부족, 국민들 “메르스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무서워요.”

러스였다. 또 ‘메르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명

그렇다면 당시 메르스 사태를 정확히 진

확한 정의와 대응책을 제시할 전문가도 찾

단할 수 있는 과학자가 왜 없었던 것일까?

7월 8일 오전 기준,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포감은 극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 연구의

중 사망자는 35명, 119명 완치, 33명은 치료

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아니 그 이

특성 때문이라고 답한다. 누구도 메르스가

중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추가 감염자가

상이 처음 들어본 이 신종질병에 대한 막연한

이렇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 예상하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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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02. 메르스 감염여부 파악을 위해 발열 체크하는 모습
[출처 : plavevski / Shutterstock.com] 03. 관찰된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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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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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질병 연구, 경제성 낮아 기업투자 어려워,
“융합연구 통해 제2의 메르스 막는다”

못 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미래에 닥칠 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이들은 ‘혹시나’하

요 감염성 질환에 대해 후보군을 예측하고

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기도 했다.

가능성 높은 바이러스 대응 연구를 수행한

또 인수공통전염병은 대부분 동물에서 옮겨

최근 지구 온난화, 모기 개체수 증가에 따른 서

다. 그런데 메르스처럼 전혀 다른 신종변이

진 탓에 항체가 없던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

식지 확산, 매개질환 해외유입 가능성 증대, 다

바이러스는 연구대상 후보군으로 포함시키

적이다. 특히 인간과 같은 포유류이며 메르

양한 변이에 의한 신종이 출현함에 따라 뎅기

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메르스에 관심이

스의 숙주로 의심받고 있는 박쥐는 바이러

열 및 치쿤구니야열 등 아열대 바이러스 전염

있었던 연구자일지라도 이 같은 고위험성

스 최다 보유 동물로 알려져 있다.

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기에는 앞에 놓인

더욱 문제인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하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다.

는 동물바이러스 가운데 인류가 밝혀낸 것

유행시기

2002년 11월 ~ 2003년 7월

처음 발견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 신종

특히 고위험성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게다가

증상

발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기침 및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설사동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정받은 ‘생

이마저도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잠복기

2 ~ 7일

여준다. 실제로 국내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뎅

물안전3등급(BL3:Biosafety Level-3)연구

는 실정이다. 신종전염병이 다시 유행한다

감염경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를 통해 전염

기열’을 한반도의 ‘제2의 메르스’로 손꼽기도 한

실에서만 가능한데, 국내의 경우 인프라가

는 보장이 없는 데다 변종될 가능성도 크기

치사율

11%(국내 : 0%)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구축된 곳은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

때문에 백신 개발 등 적절한 연구와 투자가

생명공학연구원, 파스퇴르 연구소 단 3곳뿐이다.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지난해 제주도에서 베트남 뎅기열 매개 모기가

방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H1N1

신종플루 A

경제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세계적 제약회사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만도 없는

역시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신종질병에 막연

“우리 집 강아지도?” 인수공통전염병 동물
바이러스, 밝혀진 것은 고작 1%

상황. 또다시 이러한 신종전염병이 들이닥

히 투자할 수만도 없는 상황. 하지만 인체 감염

쳤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종 인플루엔자가 언제라

21세기 들어 세계화·도시화·인구노령화

있기 때문이다.

04

등 급격한 사회 변화가 전염병 확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종전염

도 다시 큰 유행이 될 수 있어 고병원성 신종바
이러스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의 자체 펀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은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다. 지금 세계는 다양한 신종전

유행시기

2009년 4월 ~ 2010년 8월

증상

고열증상(38~40℃),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전신증상,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이런 가운데 우리 과학계에서도 신종질병에

04. 바이러스 실험 모습 05. 수집된 체혈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지
05

염병과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

잠복기

7일 이내

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감염경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침투해 전염

김범태)가 결성돼 신종질병 관련 바이러스 대

치사율

0.07%(국내 : 0.008%)

상 산·학·연 간 융합연구의 발판을 마련했

신종플루, 사스, 에볼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종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
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
共通傳染病, zoonosis)’이라는 점이다.
메르스의 숙주는 낙타라는 것이 초기 정설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집트무덤박쥐에서

더욱 문제인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유발하는
동물바이러스 가운데
인류가 밝혀낸 것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난해 말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단장

다. 일반 대중 보다 바이러스 체계나 기본 지식
MERS

을 갖춘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정보의 신뢰성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을 위한 사회적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성 신종 바이러스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작돼 낙타를 거쳐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것은 연구를 통한 해결책 제시가 아닐까? 인

설에 가장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 하지

또 사스(사향고양이), 신종인플루엔자(조류

유행시기

2015년 5월 ~ 진행중

와 돼지), 에볼라(원숭이와 과일박쥐) 등 몇

증상

기침, 호흡곤란, 가래 등 호흡기 증상, 식욕부진,
매스꺼움 등 소화기 증상, 콧물, 오한

잠복기

14일 이내

감염경로

기침과 재채기를 통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침투해 전염

치사율

37.5%(국내 : 6.89%)

년 사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신종전
염병의 75%는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
와 진화한 바이러스였다. 이 같은 사실이 전
해지며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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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
측’하고 또다시 우리 일상을 덮칠 재앙에 대비
할 능력은 지니고 있다. 신종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침범할 때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현재
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미래에 대
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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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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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로 신종질병
제대로 대응하겠다”
김범태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장
클러스터 구성원과 신종 질병 대응기술 모색

“국제화, 아열대화, 변종 질환 확산 등의 이유로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
합니다. 출연연 간의 융합을 통해 관련 기술이 총동원되고, 연구자들이 국가의 감염성 질병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범태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장·한국화학연구원 박사)
01

2003년 SARS, 2009년 H1N1 신종플루, 2011

분과(분과장 김형래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변이로 인하여 병원

형태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게

가까운 금액이 투입된 바 있다. 결국, 신종 감

년 국내 구제역, 2014년 에볼라, 금년 우리나

▲진단키트/장비개발 분과(분과장 이석 한

성과 전파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된다면, 최근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욱 심각

염병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감염

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전 세계적인 감염

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로 구성돼 있으며 각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위한 연구 활성화

한 상황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

병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축적이 핵심

병의 대유행이 쉴 틈 없이 불어 닥치고 있다.

분과별로 산·학·연·관 소속 약 30여명의

가 필요하다. 새롭게 출현 할 것으로 예측되

생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신

이다. 이를 위해서 신종질병 연구 활성화를 통

신종 감염병은 ▲세계화에 따른 해외여행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

는 신,변종 바이러스의 예찰, 신속한 진단이

종 감염병은 RNA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한 신종질병대응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그

증가 ▲도시화와 인구 밀집 ▲지구온난화

재, 총 18개 기관의 135명이 참여해 분과회

선제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으나, 감염이

데, RNA 중합효소 특징상 복제 도중 염기서

런데,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고령화 추세로 인해 확산될 우려감이 고조

활동, 분과 간 교류회를 통한 연구기획을 수

후에는 전파방지를 위한 소독 및 격리가 필

열 합성 오류가 많다. 잘못된 RNA 유전자가

로 연구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신종질병의 유행에 대한 체계

요하다.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가동한다 하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만들어지고

김 융합클러스터장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킥오프 미팅을 갖고 출범한 신

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를 발굴, 기능별

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감염자의 치료가 가장

인간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이고, 전파율이 높

백신을 개발해 많은 수익이 창출돼야 하지

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는 신,변종바이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바이러스

중요한 대응방법이며 이상적인 치료제를 확

은 바이러스가 된다. 또한, 돌연변이 변종에

만, 감염병은 변이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러스와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치료제와 진단

와 박테리아의 치료제 및 진단연구 등에 대

보할 수 있다면 항구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의한 단백질 구조 변형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수익 창출이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연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류와 사회를 위

한 협업을 모색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있다.

에 대해 회피하는 기능도 갖게 되어 위협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김 융합클러스터장은 “2009년 발병한 신종

소가 될 수 있다.

통해 공공기관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
축적이 핵심

플루는 다행히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어

신종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가속화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종질병으로 인한

서 잘 해결됐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감염병 대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국가적 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구제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의 시작부터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

에 의한 오리 및 양계농장의 피해는 물론

역,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끌어 온 김범태 한국화

되어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백신의 기전을

통해 지식축적을 해야한다 02. 세계화되면서 질병에 국경이

2009~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돼지

그는 “메르스 사태의 경우, 병원 관계자의 피

학연구원 융합클러스터장에 따르면 미래에는

회피하고 타미플루에 내성을 지니는 신,변종

없어졌다. 메르스도 중동에서 발병됐지만 한국으로 전파됐다

등의 소독 및 방역, 살처분을 위해 3조에

해도 크지만 국가적 경제 손실 또한 간과할 수

협하는 신종질병의 대응기술을 모색하는 연
구자 모임으로 발족됐다. 신종질병대응기술
융합클러스터는 ▲신종질병바이러스 분과
(분과장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민지영 박사)
▲슈퍼박테리아 분과(분과장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류충민 박사)▲항바이러스/항생제

8
KRICT Magazine

02

01. 신종질병은 백신·치료제가 없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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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없는 부분이다”면서 “출연연에서도 국가경제

슈퍼박테리아 분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

분과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 박사

러한 차원에서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사회적 문제를 특정 전공분야만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신약개발도 마
찬가지다. 신종 질병 대응을 위해 생물학, 화
학, 독성학, 의과학, 분자설계 등 다양한 전
공자가 협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김 융합클러스터장은 “화학연에서 신약개발

03

에 필요한 전 과정을 소화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타 기관과 융
합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함께
연구한다면 융합연구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
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Q. 신종 감염병 중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도 심각한 문제로

기관의 호응 확대·오픈시스템 구축 등
필요

대두되고 있다. 박테리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환자실에 환자들이 계속 출입하는데 시설
은 그대로 있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며 면역이 약해져 있는

A. 바이러스는 갑자기 발병했다가 소멸되는 반면, 박테리아는 서

중환자가 오염된 중환자실에 오면서 쉽게 감염 되고 이는 사망을 초

첫 번째는 참여기관의 호응이다. 융합연구가

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원

현장(On-Site) 연구를 지향해 가고 있는 상

래 박테리아 감염시 항생제를 먹으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지만 항

Q.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융합

김 융합클러스터장은 융합클러스터를 운영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2가지를 꼽았다.

04

래한다.

서히 시간을 두고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기존에 처방하던 항생제

메르스 사태의 경우,
병원 관계자의 피해도 크지만
국가적 경제적 손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황에서 연구자 자신 뿐 아니라 기간 관 협의

민간 차원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약독화된

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융합클러스터에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유래의 일부 단백질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융합연구의 공동

대한 연구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다.

목표를 위해 생각을 함께하고 있으나, 연구

김 융합클러스터장은 “바이러스를 엄격히 관

자들이 소속된 참여기관의 지원이 동반되지

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기관 연구

않으면 연구자들만의 힘으로는 융합연구를

자가 제한적으로라도 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융합연

두 번째는 신종질병 연구를 위한 오픈 시스

구단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템 구축이다. 국가적으로 인체 감염성 질병

잊지 않았다. 융합클러스터는 융합연구단에

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은 농

선정되기 위해 제안서 제출과 심사 등의 험

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10월경 연구단이

하고 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경우, 국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 이동이 제한되며,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의 참여

러스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

연구자들이 소망하는 융합연구가 수행될 수

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접근에

있도록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도전을 하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는 실험 중에 발생할

만큼 꼭 융합연구단에 선정되어 좋은 결과

수 있는 만일의 누출사고 또는 감염사고에

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많은 호응과

03.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 교류회 단체사진 04.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범태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장·한국화학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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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서도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생제가 일상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항생제 처방이 과해지면서
인체 내 항생제 저항성을 가져온다. 항생제를 처방해도 소멸되지 않

클러스터는 왜 중요한가?

A.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인력, 연구 투
자 역시 마찬가지다. 생명연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원내의 지원을 받

는 슈퍼박테리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Q. 현재 슈퍼박테리아 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미생물 상호작용 연구를 전공했지만,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심

아 어렵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연구소 설립, 전문
가 양성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가적 관심이 부족하
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융합연구클러스터가 이를 해결할 해
법이 될 수 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집단이 해결
하는 시기는 지났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은 생명연에서만 할 수 없

각해질 것을 우려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1960년대 플레밍이 페니

다. 화학연 등 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융합클러스터는 각기 다른

실린을 발명하면서 삶이 윤택해졌지만, 다시 그 이전으로 회귀하고

연구자간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융합클러

있어 우려감을 느꼈다.

스터에 처음 참가했을 때는 서로 말이 안통하고 생각이 달라서 힘들

Q. 슈퍼박테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재미를 느꼈고, 함께 교류하는 것이 상당
히 의미가 있었다.

무엇인가?

A. 병원 시설 감염이 가장 심각하다. 국내 병원에서는 슈퍼박테리
아로 인한 사망자 공개나 병원 내 시설 감염 유무에 대한 조사가 없

는 반면, 미국은 연간 사망자 수를 발표하고, 병원 전체를 멸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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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 박사

Interview

Interview

신종질병바이러스 분과

진단키트/장비개발 분과

분과장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민지영 박사

분과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석 박사

Q. 신종질병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A. 바이러스성 질환의 경우 바이러스의 파급 속도 및 치사율을 고

려할 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공
중 보건의 문제이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 및 대응 프로토
콜 확립이 절실하다.

Q. 신종질병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A. 신종 감염병의 경우 다양한 변이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 또는

이미 감염된 환자의 증상완화 및 치사율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제 개
발 분야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Q.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 신종질병 바이러스 분과
소개와 역할, 참여하시면서 느끼는 점

고 속수무책으로 질병전파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하는 심각한 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제적인

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감염여부를 판별하고 격리조

효과를 얻은 예가 드물다. 이건 사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선진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작년 말에 이

치를 취하면, 환자가 이동하면서 전파할 위험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점인데, 학제를 넘어서는 전문가 그룹을 통

미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질환으로 야기되는 국가 위기상황들을 고

의심/추적 대상을 줄여 공동체 전체의 긴장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제대로 된 문제를 도출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싶다는

려하여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가 선정돼 한국화학연구원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선결조

바람이 있어서 낯선 연구자들이 모인 클러스터지만 참여하게 됐다.

김범태 융합클러스터장의 지휘 하에 4개 분과가 치료제 및 진단법

건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진단키트/ 장비개발이다.

실제로 클러스터 활동을 통하여 감염질환에 대한 환상이나 오해를

A.

개발을 위해 구성됐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1바이러스분과에서는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으로 대부분 치료제나 백

앞으로 한국 사회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매개 감염병을

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발생 초기에는 공중 보건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및 방역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 분야의 전문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러스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의견 교

가 및 다양한 경험과 인프라를 구비한 WHO와 같은 국제 보건 기구

환을 할 수 있는 분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수렴하여 바이

와의 소통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제대로 된 전문가 풀을 구성해

Q. 신종질병대응을 위한 진단키트/장비개발의 필요성은?
Q.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터 진단키트/장비개발 분과 소개와
역할, 참여하시면서 느끼시는 점, 융합연구단의 참여 동기
A.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감염병에 대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진단방법이 거의 없다. 결국, 사람들의 일상 활동을 극히 제한하 A. 국내 바이러스 진단 기술의 연구가 체계적인 구성을 기반으로

Q.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운 점과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정부지원 등 개선방향

A. 감염병 진단기술 연구에서 시간을 지체시키거나 범위를 제

깨고, 구체적인 문제에 한층 접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기술자
들은 흔히 극미량을 측정하는 초고감도 진단기에 열광하지만, 실제
로는 시료의 형태나 감염원의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다층적인 기술
이 필요하다. 항원을 측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핵산을 검출해
야할 수도 있으며 시료에 따라 효소반응을 제거해야 하거나 광학적

러스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적 사회 문제 정의 및 이의 해결을 위

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연구개발 자원의 분산이다. 진단용 바이

검출법이 불리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다. KIST 개방형 연구 사업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 소재를 연구하는 그룹, 고감도 진단 소자를 연구하는 그룹, 시

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기술을 2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동물 감

야하며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료처리 및 자동화 장치 연구그룹, 바이러스나 항원 등의 reference

염병과 사람들의 신변종 질병은 유사성이 상당히 크다. 조류 인플루

생각한다.

material, biosafety lab, 데이터의 가공과 전송 기술 등이 모두 결합

엔자용 진단키트/장비 개발의 경험이 신종질병대응기술융합클러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종 감염병의 창궐로 인한 위기 상황은 그

돼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연구조

터에서 좀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시기와 대상 바이러스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사회문제가

직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융합연구단이 그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되지 않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신종 질병 창궐에 의한 사회적 파장을

있으면 좋겠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토콜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고려하여 신종 감염병 분야에 장기적인 R&D투자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감염병 창궐 시 신속 정밀하게
신종 질병을 진단하여 방역 체계에 적용 가능한 진단법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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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이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를

따라 단계를 구분해 해당시설에서만 연구하도

신·변종 감염병 연구의 본산이 될 화학연 바

중심으로 감염병연구를 보다 전문화, 집중화

록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 저병원성

이러스시험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김

하고,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

인플루엔자 등은 2등급, 메르스나 사스, 고병

미현 센터장이다. 그는 핵산화학(RNA)을 전공

서고 있다.

원성 인플루엔자, 구제역의 경우는 3등급에 해

했으며, 10년간 기업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백

화학연에서 바이러스 연구가 시작된 것은 공식

당된다. 3등급 시설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부

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실무와 연구

적으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은 실

터의 시설사용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운

경험을 쌓았다. 현재 화학연구원에서 학위과정

험실 수준에서 연구가 시작됐으며 1995년 생

영과 활용이 가능하다.

동안의 전공인 RNA를 유전자로 가지는 RNA

물안전등급 연구시설 (Biosafety level 2, BL2)

3등급 수준의 실험실은 전국적으로 50여 군데

바이러스의 변이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진두지

이 구비되면서 본격적으로 감염성 바이러스 자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질병관리본부나 농림축

휘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를

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산검역본부 또는 그 산하의 지역 보건환경연구

만나 센터의 역할과 장점에 대해 들어봤다.

2013년에는 2등급 시설 외에도 고병원성 바이

원과 가축 검역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진단이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바이러스 연구는 전략적으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계획돼야 하며, 연구자가 하고

러스를 다룰 수 있는 3등급 시설까지 갖춘 바이

나 검역의 기능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바

싶은 일 보다는 해야 하는 일 즉, 임무성의 형식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감염병 연구의 인프라와 체계는 앞으로 다가올 경험해보지

러스 전용 연구동이 완공되면서 고병원성 조류

이러스 연구기능이 가능한 실험실은 한국화학

최고의 바이러스 연구시설과 전문성, 합성
인력과의 협동, 효율적 활용에 중점 둬

못한 한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현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장)

인플루엔자(HPAI), 구제역, 메르스, 사스 등에

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바이러스시험연구의 시설과 인프라의 규모는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를 비롯해 4군데 정도의 의과

작지만, 그 활용성 측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

국가별로 바이러스의 병원성이나 위험수준에

대학과 수의과대학을 예로 들 수 있다.

한다. 센터의 연구범위는 크게 바이러스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변종 바이러스
화학으로 푸는 바이러스 문제
김미현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장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주력해 국가적 재난 대비 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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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소독제 효능 검증으로 구분된다. 소독

찔릴 수 있고, 심지어 동물 실험 중에 물릴 수

제는 외부 기관의 소독장비, 부품, 소재, 소독

도 있다. 따라서, 실험에 임하기 전에 위험 요

물질에 대한 의뢰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

소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만약의 사고에

한 평가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으

대한 행동요령 매뉴얼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로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맞춤식의 객관적

있는 구체적인 연락망이 마련돼 있다고 김 센

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국내

터장은 자부한다.

에서는 공식적으로 바이러스 소독 효과 유무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과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은 해외에

사회문제 해결형 바이러스 대응 기능 강화
한다

의존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 화학연

화학연 바이러스 시험연구센터는 2등급 또는 3

이 설비를 갖추고 산업지원형의 평가시험을 수

등급 시설을 활용해 감염성의 바이러스 자체를

행함으로써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다. 바이러스

다뤄서 이에 대한 치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치료제는 제네릭이나 카피보다는 신약개발에

그 동안 주로 연구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인플

역점을 두고 있으며, 효능 검증 후 초기단계, 즉

루엔자, 에이즈, 라이노, 엔테로, B형 간염, C

비임상단계에서 국내 또는 다국적 제약회사로의

형 간염, 헤르페스, 뎅기열 등이 있다.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병원성 신·변종질병에 대한 연구에 대한 비

또한, 화학연은 내부적으로 국내 최고의 바이

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미현 센터

러스 합성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독

장은 “최근 전염병의 특징은 신·변종이 증가

창적인 항바이러스성 신물질의 합성이 가능하

하고, 종간 장벽을 넘어 감염이 되며, 감염 지

마침 원 내 차원에서 바이러스 분야에 대한 연

확보하거나 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 숙련된 기

바이러스 연구 분야 다양성 확보와 체계적 대

다. 이러한 바이러스 연구와 합성의 기능이 한

역이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어 있

구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김미현

술을 습득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응은 중요한 과제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

기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바이러스 치료제

지 않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

센터장은 “원내에 대규모 주요사업의 형태로

있다.

한 기반기술의 구비와 전문성에 기반한 연구기

연구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염병의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바이러스 연구를

김미현 센터장은 “화학연구원에서 최근에 국내

능이 고르게 활성화되어야 실제 감염병 유행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과

지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바이러스

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 치료제 연구

대응에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철저한 시설 관리도 강점이다. 센터 내에서 바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 대한 항바이러스 연구와 산업지원형식의 기

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연구 도중에

김미현 센터장은 “국내에는 보다 다양한 바이

이러스 연구를 수행한 이후 아직까지 감염이나

사회문제 해결형 바이러스 대비기능을 강화하

능이 가능했다. 이는 분명 국내에 바이러스가

뜻하지 않게 감염이나 전파 사고가 발생되지

러스에 대해 연구가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한다.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시설,

는 부분은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않도록 시설을 재점검하고 사고시 행동요령과

어떠한 바이러스가 심각한 질병의 형태로 출현

화학, 생물 3가지 측면에서 엄격히 시설을 관리

김미현 센터장은 “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

출연연으로서 이에 합당한 기능을 하고자 연구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

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주제나 범위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며 “다만, 치

원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의 과정을 밟아왔음

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넘어야

보다 폭넓게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안전관리는 매달 1회 화학실험실에서의 폐

료제 연구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만성이나 저병

을 의미한다”라며 센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

할 벽이다.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하고자 하는 다양한 전

기물 관리, 위험물질 여부 등을 조사하며, 생물

원성 바이러스 위주였다면, 이제는 고병원성,

다. 타 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어 앞으

김미현 센터장은 “병원성 바이러스를 연구한다

문분야 연구자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필

안전관리는 BL2나 BL3 시설의 출입일지, 바이

급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로의 전망은 밝다. 화학연은 파스퇴르 연구소

면 주위 많은 사람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

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

러스주 보관일지, 장비사용자기록 확인 등을

바이러스의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와 MOU 체결을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를

를 할 수도 있다”라면서 “하지만, 미국이나 유

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내 바이러스 연구의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실험실 인원 전원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위한 협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나

럽에서는 수많은 BL3, 심지어 BL4 연구시설에

성장을 위하여 토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객

매년 일정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 이수하는 것

개발에 주력할 것”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자문도 지속적으로

서 바이러스 연구자들이 감염병 질병의 극복

관적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실험상의 건강 이상유

김미현 센터장은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제는

받고 있다.

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돼야 한다. 이러한 소통과 수용의 연구 환경은

01, 02, 03.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는 고병원성

무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집한 채혈을 보

아니지만, 국내에서 신약으로서의 치료제에 근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우수한 시설과 전문성을

바이러스를 연구하고자 하는 젊은 후배를 우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2등급과 3등급 시설을

관하고 있다. 매 실험 순간마다 감염 사고 가능

접하는 물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변종질병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

갖추고 있다. 국가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질병

한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모두 갖춰 메르스, 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의

성은 존재하고 연구원 모두는 이로부터 자유

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보다 도전적인 자세

고 있지만, 바이러스 연구자로서 새로운 질병

이라면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

고 덧붙였다.

생물 3가지 측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05.

로울 수 없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시

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회가 긍정적으로

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

김미현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장

료를 쏟거나, 병원균이 묻은 날카로운 물질에

변화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바이러스 숙주를 신속하게

다”고 주문했다.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04

본격적 연구가 가능하다 04. 센터는 시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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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르스 또 온다
“꾸준한 신종질병 연구 대비책 마련해야”
화학연-파이낸셜뉴스
6월 18일 ‘제7회 서울국제신약포럼’ 개최

01

02

04

05

03

“신종질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꾸준한 연구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 관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02년 사스에 이어 지난해 에볼라바이러스,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신종바이러스 출현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신종 질병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인류의 공포 대상이다.

변이하는 바이러스 “산학연 경쟁력 모아
백신 개발해야”

연구하는 숙주반응 연구를 설명했다.

기조강연에서 앤드류 피트 GSK 수석 이사

바이러스와 항체뿐 아니라 숙주의 반응과

동향 및 국내 현 주소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

는 “백신과 신약 개발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

방어체계, 조절장애 등의 연구를 적극 추진

련됐다.

만 최근 과거와 달리 치료제 개발이 주춤한

중이다. 또 인간이 가진 면역체계를 통해 항

상태”라며 “기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신

체와 약물의 결합체를 만들어 암과 같은 세

1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박테리아, 바

약개발에 동참해야한다”고 말했다. 그가 신

포를 공격해 자연스럽게 병에서 벗어날 수

이러스로 인한 신종질병의 연구와 치료제 및

약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 발발하는

백신의 개발’을 주제로 ‘제7회 서울국제신약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신종바이러스에

그는 “즉각 치료가 어려운 급성발발 전염병

개발은 비용대비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연구교학처장,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

치료약은 여러 기관들이 가진 경쟁력을 활

고 말했다.

이선경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장, 이진규

용해야한다”며 “기업 혼자가 아닌 많은 주체

기존 약물을 변형시켜 활용하는 방법도 설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안동호 녹십자

들이 모여 신종 바이러스 신약개발을 해야

명했다. 그는 “백신평가와 임상을 빠르게 할

토론하고 있다 03. 경청하는 청중들 모습 04. 신의철

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겸손하게 연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약을 활용하기도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05.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다”며 “실질적 권고사항은 없지만 이론을

회 이사장

신의철 KAIST 의과학대학교수도 신종바이

바탕으로 약을 섞어 주어 효과를 본 과거 사

있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그는 “이런 연구

러스의 경우 제약회사 혼자 모든 연구개발

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신종 전염병과도 연관이 있다. 그에 따르면

가 감염질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

을 할 수 없음에 공감했다. 그는 “공공성이

존 왓슨 한국 파스퇴르연구소 박사는 한국

포럼’을 개최했다.

1918년에 발생한 인플루엔자는 전쟁보다 더

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높은 백신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메르스 사태에 대해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이규

많은 목숨을 빼앗아갔다. 효과적인 백신이 있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신

▲국가기관이 초기에 관련연구 주도할 것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언제 또 발생할지

호 화학연구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

지만 인플루엔자로 300만~500만이 고통을

약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자금

▲꾸준한 연구비 ▲바이러스 전문가를 양성

모르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 병원

원회 위원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받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을 투입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유행

을 강조했다.

의 예방 ▲격리통제 시스템 개선 ▲한국 제약

등이 참석했다.

앤드류 피트 수석은 “메르스 같이 호흡기질

성 신종바이러스의 경우 잠잠해지는 경우가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신종바이러스에 백신

업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은 변이가 다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바

많다보니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구개발하기

항체가 없어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

이러스나 항체를 연구한다고 끝이 아니다.

어렵다. 또 신약개발과 맞물려있는 규제당

폼은 만들 수 있다”며 “플랫폼을 통해 항체

다른 방식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GSK가

국의 제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료나 예방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플랫폼

대비책을 마련하고 바이러스의 출현을 막기
위한 신종 질병연구와 백신개발의 세계적

한국화학연구원과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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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는 미국정부 지원을 통해 호흡기질환의

01. 존왓슨 한국 파스퇴르연구소 박사 02. 송진원 고려대

중앙연구소 소장 등이 신종질병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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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CT 연구성과 ➊

1
8년간 무한도전
‘메탄올 생산’ 드디어 해냈다
전기원 박사팀, 이산화탄소 활용 메탄올 제조 혁신적 신공정 개발
화학연-현대오일뱅크, 10톤/일 규모 메탄올 플랜트 완공·시운전 성공

2015년 4월 14일 오후 4시경. 전기원 박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감격에 겨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그를 그렇게 만든 건 단 한 줄의 휴대폰
메시지였다. ‘메탄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저장탱크로 넘겼습니다!’

01

2007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의 연구과정이

두 달이 흐른 6월 16일, 메탄올 실증플랜트

이산화탄소(CO₂)와 메탄, 수증기를 합성가

중소기업과 협업해 성공을 거둔 것도 큰 성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중소기업

개발 주역들과 함께 한 준공식이 열렸다. 이

스 반응장치에 넣고 촉매를 투입해 얻은 합

과였다. 사실 연구 초반 플랜트 기본 설계를

(에코프로, 메트시스), 대기업(현대오일뱅

규호 화학연 원장을 비롯해 강달호 현대오

성가스로부터 청정연료 메탄올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에코프로가 담당하기로 한 것에

크)과 함께 메탄올 실증플랜트 건설 과제를

일뱅크 부사장, 조성종 에코프로 전무, 조휘

신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대해 주변 시선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너무

신청하고 심사 받을 때 중소기업이 플랜트

용 제이오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화학연 연

‘끈끈한 동지애’는 이번 메탄올 생산 공정 개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는 것.

기본설계가 가능하겠냐는 우려 섞인 소리를

구팀들도 자리를 빛냈다.

발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연구에 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했죠. 당시 국

한 열정으로 가득한 동료 후배들 덕분에 연

내 중소기업 중에는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

구 기간 동안 그의 휴대폰 알람은 새벽2-3

을 가지고 플랜트 기본 설계에서 실증 플랜

시에도 끊임없이 울려댔다. 팀원 간 휴대폰

트까지 연결해 시공해본 기업이 전혀 없었

대화창으로 메탄올 생성 진행 사항을 실시

거든요.”

간으로 중계됐기 때문이다.

시공업체 선정 당시, 연구개발팀은 큰 고민

특히, 수 미터 높이의 반응기에서 촉매를 자

에 휩싸였다. 확보한 플랜트 시공비용이 부

들었던 일, 실증플랜트 시운전을 앞두고 현
지를 보며 밤새 논의하고 격려했던 시간들

전기원 박사 “산학연 협업으로 이제 9부 능선
넘었다”

이 생각나며 전 박사는 차 안에서 울었다 웃

메탄올은 석유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

장에 파견한 연구팀들이 보낸 휴대폰 메시

02

었다를 반복했다. 기술개발의 희열이 바로

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발에 성공

이런 것이리라 생각했다.

한 플랜트는 하루 10톤의 메탄올이 생산 가

마음을 가다듬은 전 박사는 메탄올 실증플

능한 상용화 직전 단계로, 상용화된다면 전

01. 지난 16일 이규호 원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기술 개발은

유 낙하시켜도 깨지지 않는 방법이 필요한

족해 적절한 시공업체 찾기가 어려웠던 것.

랜트가 설치된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간 100만 톤 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유리하게

‘촉매 충진’ 과정에서 그들의 팀워크는 빛을

다행히도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우수

발했다. 전 박사는 “3월 추위를 이겨내며, 수

한 기술과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활용될 전망이다”라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02. 전기원 박사

서산 공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 뒤로는 일사

상의 메탄올 소비량을 국산화할 수 있다.

천리였다. 성공적으로 시운전이 마무리됐고

이번 개발을 주도한 곳은 전기원 화학연 그

추정, 앞으로 메탄올 생성 기술이 상용화돼 50% 이상의

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촉매를 온전하게 충

기업 제이오가 확보한 예산에 알맞은 가격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도 마쳤다.

린화학공정연구본부 박사팀이다. 전 박사팀은

메탄올 수입물량을 대체해도 3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진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회고했다.

에 응찰했다.

20
KRICT Magazine

(가장 오른쪽)는 “올해 메탄올 시장 규모는 약300억 달러로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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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실증플랜트 준공의 또 다른 주역
현대오일뱅크 중앙기술연구원장 김재호

03

04

플랜트 건설이 시작된 후 현대오일뱅크가

활용방안’에 대한 3개월간의 조사연구 프로

반응에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기존 대비

가진 축적된 설계 노하우와 플랜트 운전경

젝트였다. 2007년 8월부터는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절감해 메탄올을 저

험은 기본 설계 때부터 큰 도움이 됐다. 촉

함유된 메탄올 플랜트 원천기술 공동 개발

비용, 저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매 성형, 반응기 설계, 개질기 가열로 제작,

에 들어갔다. 당시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전 박사는 “이 기술은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배관 재질 선정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

온실가스 문제는 시급한 국내 당면과제이기

탄소수가 1개인 가스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관에 부딪혔지만 한마음으로 하나하나 뚫고

도 해, 화학연 내부에서도 자체 펀딩을 지원

화학연료로 전환하는 C1 리파이너리 기술 중

나갔다.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팀 회의도 수

하는 등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덕

하나로써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는 미래형

십 차례에 이르렀고 박명준 아주대 교수를

분에 2010년 하루 50kg의 메탄올을 생성할

신기술”이라며 “상용 플랜트 기술이 완성되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했다.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 개발에 성공했다.

면 해외 선진 기업보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

추가 연구개발자금의 확보가 어려워 한때 연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위험 부담이 큰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쉽지

었던 많은 난제들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나

구가 지지부진했던 시기를 지나 개발이 다시

비쳤다. 전 박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않은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환경 친화적 공

타났고 이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해결했다”

활기를 찾은 것은 2012년. 현대오일뱅크가 적

전 박사에 따르면 이 기술은 100만 톤 규모

정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했다. 또한 가스전 개발 시 나오는 이

는 전 박사는 “어려운 연구 과정은 모두 지

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고 산업통상자원

이하의 플랜트에서도 경제성을 가진다는 장

산화탄소를 메탄올로 만드는 과정을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술이

나가고,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지금까지

부의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따냈다.

점이 있지만 이제 2단계 사업을 통해 ‘2년간

필요했다.

실증플랜트까지의 수행 과정이 어렵고 힘든

연간 2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일과

100만 톤/년 규모 메탄올 플랜트 설계와 플랜

것이었지, 이제까지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

제로는 연구원 내 최대 규모였다.

트 장시간 운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메가 메

로 상용화하는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기존 공법에서 메탄올을 얻기 위해서는 공기

탄올이라 불리는 연산 100만 톤 규모가 현재 해

설명했다.

중에서 산소를 추출해 메탄과 반응시키는 공

Q. 현대오일뱅크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A. 전체 과정에서 조금씩 기여했다. 촉매에 대해 검증하고 공장

외 상용 플랜트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Q. 기업과 연구원 간 좋은 협업 사례다. 어떤 이유로 뛰어들게 Q. 실증플랜트개발 중 어려웠던 점은?
됐나?
A. 해당 플랜트가 원유 저장탱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다. 때문에
A. 기업 입장에서 큰 도전이었다. 그냥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을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도
Q. 이번 성공의 의의는 무엇인가?
A. 실증플랜트를 연구원과 함께 한 것이 저희도 처음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해당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 가지

부지를 제공했다. 화학연, 제이오와 함께 공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정을 거쳐야 했다. 또 다른 합성가스 공정에도

“상용 플랜트 기술 통해 선진 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갖출 것”

자문도 담당했다. 실제 운전 쪽도 맡아 유틸리티라고 하는 가동에

메탄의 3배 이상의 수증기량이 필요했다. 하

필요한 스팀, 전기, 물 등을 공급했다.

이번 쾌거의 시작은 2006년 현대중공업과의

탄의 1.6배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또 공정에 투입된 이산화탄소의 95% 이상을

경험도 쌓고 노하우도 축적했다. 가스전 확보부터 공정 개발까지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Q.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A. 2년 후 100만 톤 상용플랜트 설계가 나오면 이를 활용해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기존의 정유사업을 바탕으로 화학공정의

지만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수증기량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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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잠을 못 잘 정도였다.

03. 2015년 6월 준공식을 가진 10톤/일 메탄올 실증플랜트
전경 04. 전기원 그린화학공정연구본부 박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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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2단계 연구를 시작
한지 1년 반이 지난 2011년 말까지 거의 제

2

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무렵 노준홍 박사가 합류한다. 그러면서

“역발상이란 이런것”
태양전지 新공법 ‘탄생 비화’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연구가 시작된다. 연구팀은 효율성을

우리가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성과면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고 연속해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역시 결
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노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지금까지 순수
무기물로 되는 결정이었는데, 무·유기물이

석상일 박사 연구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뒷이야기
15년 늦게 시작, 과제 소멸 위기 맞기도

혼합된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광·전기적 특성이 뛰어난 물질”이라고 설명
하며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조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물질의 특성도 변하는데

선진국들이 1991년 무렵에 연구를 시작한 태양전지 분야를 선두그룹보다 15년이나

우리는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공정과

늦은 2006년에야 연구를 시작한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 연구팀. 15년이나 뒤

조성을 결합해 연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늦은 출발이었기에 같은 방식으로 하는 연구는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킬 수 있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방식이 그동안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무·유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분야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찾아간다. 그 결과 무·
유기물 소재의 장점에 액상공정의 장점을
결합해 내구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제시하

연구팀은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 가며 관

있었지만 이 소재로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할 수도 없는 0.01%의 효율을 보였다”면서

는데 성공한다.

련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연신 갈아치운다.

낸 사례가 없었다.”

“과제 3년째인 2009년 우리가 목표로 세웠

그리고 과제 마지막 해인 2012년 6월 목표

시작은 미미했지만 가속도 붙으며 대박 결과,

인정 받았다. 이는 상용화 될 경우 태양전지 분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평생 한 번 싣기 어

2006년 석 박사 연구팀이 처음 이 과제를 시

던 효율성이 3%였는데 2009년 초까지도 결

치를 훌쩍 넘은 12%의 효율을 기록한다. 당

작할 무렵 이미 실리콘 태양전지와 박막 태

과가 나오지 않았다.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

시간 걸리겠지만 상용화에도 박차 가할 것

야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된다는 의미다.

렵다는 네이처, 사이언스 등 유수의 과학지

시 교육과학기술부 과제였던 ‘글로벌 연구

에 연달아 논문을 게재하고 상용화 가능성

를 겪으며 고생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실’ 사업과제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

연구팀은 지난 5월말 ‘화학분자 교환법’ 이라

석 박사는 “지금은 중국이 실리콘 태양전지를

양전지가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을 한층 앞당기며 꼴찌에서 단숨에 퍼스트

실리콘 태양전지와 박막 태양전지는 복잡한

연구팀은 치열하게 실패를 반복했고 노력이

는 새로운 공정을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 태

대량으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기술

서 말이다.

무버로 등극,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공정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관계로 가격

헛되지 않았는지 과제 마지막 무렵 무·유

양전지 효율을 세계 최초로 20.1%까지 끌어

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성

더 큰 기쁨은 석 박사 연구팀이 미증유의 연

있다.

이 비싸 널리 사용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연구로 당초 목표

구로 시작해 성과를 내며 세계 과학계에서

올리는데 성공한다.

과 후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석 박사 연구팀은 두 태양전지의 단점에 주목,

(3%)보다 높은 5%의 효율을 거뒀다.

도 결과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 이들의 연

화학분자 교환법은 서로 다른 화학분자가 순

연락이 오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

간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공정으로 결함이 적

러 와 있는 상태”라고 진행 과정을 소개했다.

고 결정성이 우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

그는 이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법으로 화학연 석상일 박사 연구진이 세계에

이 좀 더 필요하다. 제로에서 90%를 만드는 것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선택, 3년째인 과제
말기에도 목표 효율 안나와 과제 소멸
위기까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재로 ‘무·유기 하이

구 결과가 2012년말 유수의 과학저널에 실

브리드 태양전지’ 연구에 시동을 건 것이다.

린 것을 비롯해 지속적인 성과들이 2014년

“이미 실리콘 태양전지, 박막태양전지가 시

네이처(Nature) 지, 2015년 사이언스(Sci-

명인 효율성에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고비 넘으니 또 다른 고비, 제자리 걸음인
효율에 머리카락 다 빠질 뻔

ence) 지에 논문이 게재됐다.

서 처음으로 제안한 방법이다. 특히 대면적을

도 어렵고 90%를 99%로 만드는 것은 더 힘들

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연구를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은 결코

“과제 1단계를 어렵게 통과했다. 다시 3년의

특히 태양에너지 효율 기록을 측정해 인터

대규모로 제작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팀의

다”면서 “0.01%만 부족해도 기술상용화는 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나온 아이

쉽지 않았다.

기회를 얻어 이번에는 8%의 효율을 목표로

넷에 공개하는 NREL(미국 국립재생에너지

성과는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

렵다. 지속적인 연구 지원으로 결과를 100%까

디어가 양자점 등을 활용한 무·유기 하이브

석 박사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25% 효율성을

세우고 연구에 매진했다. 효율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소)이 석 박사 연구팀의 성과를 공개하

슷한 에너지 변환효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

지 끌어올려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

리드 태양전지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우리는 2007년 1월 효율성이라고

알았으니 효율도 수직상승할 것이라고 기대

며 관련 과학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된다. 연구 결과는 NREL에서도 공식적으로

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연구는 태양전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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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과 생물, 30년 환상궁합
‘제초제 신물질’ 신화 쓴다
고영관 박사·동부팜한농 김태준 상무
연구 시작 12년만의 성과

1985년과 1987년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원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5년 과제로 시작됐

트렌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으로 인연을 맺은 김태준 박사(2003년 동부

다. 또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지

것들은 경험과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하죠.

팜한농으로 이직)와 고영관 박사. 생물과 화

원을 받으며 연구는 더욱 탄력을 받는다. 하

그런 의미에서 화학은 김대황 박사님, 생물

학을 전공한 이들은 실과 바늘처럼 30년 가

지만 신물질 하나가 탄생하기에 5년은 부족

은 조광연 박사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

까이 함께 하면서 동료 연구원을 넘어 오랜

한 시간이었다.

니다. 그렇게 토대가 마련되면서 오늘의 성

지기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 두텁

두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2013년 다시 사업

과도 있게 되고 우리나라도 신물질 5개를 보

다. 이들이 장난스럽게 티격태격하는 것도

화 과제로 선정되며 지금의 연구성과로 이

유하게 된 것이고요.”

오랜 친구이기에 자연스럽다. 두 사람의 환

어졌다. 양 기관은 특허를 반반씩 보유하고

두 사람은 선배들의 역할에 감사해 했다. 고

상조합이 드디어 대어를 낚아올렸다. 한 사

사업화 중심으로 전세계 30개국에 특허를

박사와 김 박사에 의하면 글로벌 작물보호

람은 합성물질을 만들고 한 사람은 무수히

출원했다.

제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481억 달러(52

많은 물질 중에서 가능성 높은 물질을 찾아

‘테라도’는 기존 제초제의 경우 약제 살포 후

조4193억원). 연평균 6.4%씩 성장하고 있는

내는 통찰력으로 글로벌 작물보호제(제초

1~2주일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는데 비해

추세다. 이들 시장의 대부분은 스위스의 신

제) 시장에 한 획을 긋게 됐다. 김 박사와 고

2~3일이면 약효가 발현되는 속효성을 자랑

젠타와 독일의 바이엘, BASF 등 글로벌 기

박사의 30년 환상궁합으로 우리나라는 제초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된 90여개 항목의

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제 분야 신물질 5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작물보호제 시장은 1조2000

“합성물질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 성과는 없었지.”

한국화학연구원과 동부팜한농(대표 박광호)

억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지만 원제(작물보

“무슨 소리~. 많은 물질중에서 가능성있는 물질을 찾아내지

은 지난 16일 오후 1시 신물질 제초제 ‘테라

호제 원재료) 수출은 600억원으로 수입액

못했다면 그저 밀가루가 되고 말았겠지.”(서로 웃음) 다 큰 어른

도’의 물질특허 기술이전 계약과 향후 지속

들의 티격태격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유쾌하게

적인 신물질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들리는 것은 왜일까.

연구 계약을 맺었다.
‘테라도’는 해외평가에서 관심이 더 뜨겁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테
라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제초
제보다 약효는 월등하게 뛰어나고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안전하다며 기술적 우수성을

신물질 발굴은 아버지인 화학,
엄마인 바이올로지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물질을 합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
트렌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경험과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하죠

고 박사와 김 박사는 무역역조에 마음 아
파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제초제 시장 1조
2000억원 중 원제 수입액이 4000억원이다.
원제 수입액 중 4분의 3이 로얄티로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번 성과로 우리나라도 원제
수출 규모를 늘리게 됐다. 특히 국내 제초제
신물질 분야 5번째 성과로 후배들에게 새로

가됐다. 무엇보다 동부팜한농은 지난 2월 일

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연구성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약을 체결하며, 기술상용화와 본격적인 세계

까다로운 안전성 시험을 모두 통과하며 우

두 과학자는 신물질 농약사업을 고도의 지

시장 공략을 위한 만반의 준비까지 마쳤다.

수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식기반사업으로 치켜세웠다. 특히 특허권과

특히 제초 효과는 탁월하면서 비용과 환경

등록권에 의해 사업의 권리가 장기간 보장

85, 87년 화학연 입소, 굳은 신뢰로 연구 지속

안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

되는 고수익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3년 합성한 물질들을 생물을 전공하고

작물보호제 신물질 중 으뜸으로 손꼽히며

‘테라도’는 현재 안전성 1, 2상을 마치고 150

분석을 맡고 있는 김태준 박사에게 보냈어

기대가 크다.

여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시험 단
계를 거치고 있다. 화학연과 동부팜한농은

요. 김 박사가 분석하더니 선도물질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테라도의 후속 파이프라인을

굴하고 12년만의 성과입니다.”(고영관 박사)

신물질 발굴은 가지 않은 길 가는 것, 선배
들의 역할 있어 가능

두 사람이 선도물질을 발굴하고 본격 연구

“신물질 발굴은 아버지인 화학, 엄마인 바이

농은 사업화를 통해 2017년 국내에 제품을

가 진행된 것은 2005년부터다. 김 박사가

올로지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물질을

출시하고 2019년에는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

화학연에서 동부팜한농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합성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

으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는 거에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 물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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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돼 왔다.

인정받았다.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높이 평
본의 글로벌 농화학기업인 ISK와 공동개발계

동부팜한농 김태준 상무(좌), 화학연 고영관 박사(우)

4000억원에 훨씬 못미치며 무역 역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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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동부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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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학공정연구본부 황영규 박사 연구팀
유해가스 막는 표면처리 기술 개발

창조런치 3.0
“융합,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나노세공체 표면에서 선택적 결합
수분 효과적 차단

화학연, 주요연구 현황 소개와 융합연구시설 투어 진행
참가 연구원 “진정한 ‘융합’ 위해 다른 연구원에 대한 이해 필수”

산업현장의 작업과정이나 화학무기 등 비상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취약한 산업인력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학

“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창조런치가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신종질병 대응기술은

기술을 중요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고윤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효율적으로

특성을 가진 화학물인 유-무기 실란화합물

무기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융합연구 활성화 토대가 되는 동시에 협력과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야하고, 산·학·연·병원

영 선임연구원의 소개로 참가자들은 생물안전

제거할 수 있는 화학소재 표면처리 기술이

(POSS:aminopropylisooctyl polyhedral

지킬 수 있다”면서 “또 다양한 종류의 화학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

이 모두 힘을 합쳐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한

제3등급 실험실(BL3)이 있는 바이러스 연구동

개발됐다.

oligomeric silsesquioxane)이다. 이 화합물

소재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암

한다.”

다”며 신종질병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을 둘러봤다.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 때문에

황영규·홍도영 그린화학공정연구본부 박

은 나노세공체가 가지고 있는 세공입구 크

모니아 등의 독성 유해 가스를 흡착할 수 있

6월 23일 화학연 강당에서 출연연 과학자 간

한 박용기 CCP 융합연구단장은 융합연구 현황

슈퍼바이러스 등 관련 연구는 BL3이 갖춰진

사팀이 방독면 등에 사용가능한 나노소재의

기보다 큰 분자로 나노세공체 내부로 들어

는 소재의 표면처리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소통 활성화를 위한 ‘KRICT 창조런치 3.0’이

을 소개하며 “석탄, 가스, 석유 등에서 안정적

곳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현재 BL3를 보유하

표면을 특정 화합물로 처리해 유해가스가

가지 못해 나노세공체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최됐다. 이규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융합’

으로 화학연료를 확보하고 대단위 공정 패키지

고 있는 곳은 화학연, 생명연, 파스퇴르 연구원

호흡기로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

결합시킬 수 있다. 즉 내부의 미세한 구멍으

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하게 내비

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철강과 석유

등 국내 단 3곳이다. 이어 최원춘 탄소자원전

는 표면처리기술을 개발했다.

로 들어오는 유해가스를 표면에서 잡아둬

쳤다. 이번 창조런치 행사는 ▲박용기 CCP 융

화학 산업이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환연구센터장이 제3연구동 CCP(Convergent

독성가스제거용 흡착제로 나노세공체가 부

흡착기능은 살리면서 내부로 침투하는 수분

합연구단장의 에너지 및 화학원료 확보를 위

최지나 융합클러스터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

Chemical Process) 융합연구단 내부를 안내

각되고 있다.

만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한 대형 융합플랜트 기술 ▲김범태 신종질병

스 주요 배출국가 중 하나다. 이산화탄소 저감

했다. 화학연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이는 미세한 구멍을 갖는 물질로 세공크기

이번 연구는 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선

대응기술 융합클러스터장 ▲최지나 이산화탄

기술 중에는 CCS와 CCU가 있으며, 최근 트렌

원, KIST, 한국기계연구원 총 4개의 출연연은

가 0.5-50 nm (nm: 나노미터, 1 nm는

행핵심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

소 (광)전기화학 전환기술 융합클러스터장 ▲

드인 CCU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적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기정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장의 화학물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기정 화학안

CCP 융합연구단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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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규 박사

10 m임) 규모다. 세공 크기가 일정해서 촉

구 성과는 영국왕립화학회에서 발행되는 세

매, 흡착제, 촉매 담체 등으로 사용된다. 하

계적인 과학저널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

질사고 예방·감시·대응기술 개발 및 방재시

전연구·평가센터장은 “과학기술은 위험의 생

최 센터장은 “현재 소속기관에서 장비 30%를

지만 이 물질은 수분에 취약해 외부에 습기

(Chemical Communications)誌 2015년 5월

스템 구축 등 화학연 융합연구를 주제로 발표

산임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원천”이라며, “현재

구입, 나머지 70% 장비는 기존 장비로 활용할

가 많을 경우 가스를 안전하게 막아주지 못

호에 속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가 진행됐다. 김범태 융합클러스터장은 “융합

우리 센터는 ▲화학사고 대응 기술 ▲화학사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8월까지 모든 인프라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에 대해 “독성 가스로부터

클러스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기술 ▲센싱·모니터링 기술 ▲안전운송

갖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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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메이커 운동, 창조경제 문화적 뿌리
‘한국형 창작 몸에 배도록 할 것’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창작하는 것은
인간의 잠재적 본능이다

2017년 창의재단 창립 50주년, “사회·과학 가교역할 중점”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메이커들을
양성하고 활성화하는
메이크 문화는
창조경제의
문화적 뿌리다

“과학기술의 지속 발전은 과학기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인식, 지지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과학기술이 되기 위해 과학자 스스로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돼야한다. 과학자들이 대중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과학에 대한 관심과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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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과학자

과학계 출신인 김 이사장은 포스텍 부임 이

스스로 과학커뮤니케이터가 돼야한다고 강

후 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포스텍 기술지

만들기 문화, 창조경제 뿌리 “한국형 창작
활동 지원할 것”

조했다. 과학자가 일반인 눈높이에서 과학

주회사 대표이사 등 기초과학을 넘어 다양한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창작하는 것은

을 설명하는 일은 과학기술 대중화에 큰 역

경력을 쌓아왔다. 이를 밑거름으로 현재 창의

인간의 잠재적 본능이다. 메이커들을 양성

할을 함과 동시에 과학발전으로 이어지기

재단을 이끌고 있다.

하고 활성화하는 메이크(Make) 문화는 창조

때문. 그는 “최근 실험실에만 앉아 있는 과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메이커문화 활성화

경제의 문화적 뿌리다. 한국형 창작이 몸에

학자보다 국민들에게 성과를 알리고 책을

선도통한 창의적인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

밸 수 있도록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쓰는 과학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며 굉

인재·영재 양성과 SW교육 등을 통한 창조경

창의재단은 올해 ‘메이크 문화’의 확산에 주

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제 실현 기반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

력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손으로 만

7월 초 창의재단 취임 8개월이 지난 김승환

육 표준 수립 등 과학·수학 및 창의교육을 혁

드는 것을 즐기는 문화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사장을 만났다. 지난해 10월 포스텍(포항

신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필요한 것을 만들고 창작하는 인간의 잠재

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창

과학지식 보급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과학기

적 본능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의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과

술인재, 과학영재 등을 육성하는 창의재단의

김 이사장은 디지털 제작기술 등 첨단 과학

학계의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이사장 역

향후 계획과 창의재단 이사장으로서 화학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

할에 큰 기대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등을 들어봤다.

디어를 공유하고 ‘만들기’를 통해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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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창의적 계층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

활동도 지원한다. 또 한국형 창작을 위해 창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사회

“화학의 대중 오해? 화학계가 풀어나가야”

다. 미국의 창고 창업, 일본의 오타쿠 문화,

의재단은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고민

김승환 이사장은 과학기술 대중화야말로 과

중국의 창궈(창업에 나선 젊은이들)처럼 한국

과학기술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과 함

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확대 할 생각은

학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

실정에 맞는 메이커문화 형성의 코디네이터

께 창작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

없다. 지속사업의 중장기 틀을 갖춰내는데

다.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사회가 알고, 과학

역할을 창의재단이 도맡아 할 계획이다.

으로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주력할 예정이다.

기술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와 국민들의

한국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나 빌라

한 메이커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이런 맥락에서 김 이사장은 메이크 문화와

인식·지지가 없이는 과학기술 발전도 어렵

와 같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사는 비율이 높

메이크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더불어 융합인재교육(STEAM,이하 스팀교

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아 만들기 공간이 많이 부족해 메이크 문화

그는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발명함으로써

육)을 지속 추진한다.

그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대중들 눈높이에

가 형성되기 어렵다. 학교 교육도 실험보다

몇 번의 혁명을 지냈다. 다시 만들기를 재조

스팀교육은 창의재단이 2011년부터 시행해

서 풀어내는 등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이 일반

는 이론 중심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

명해야한다”며 ”스스로 메이커라 생각하고

왔다. 실생활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

인의 호기심을 건드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우리 실

을 기르기 위해 과학이나 수학과목을 기술

며 “과학자들이 대중활동을 하면 할수록 파

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에서 메

정에 맞는 메이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

과 예술 등에 접목해 가르치는 교육이다. 자

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커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리나라가 강한 ICT와 교육을 접목시켜나갈

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특히 김 이사장은 화학계의 과학커뮤니케이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에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업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터 확산도 강조했다. 인류가 풍요롭고 편리

수 있게 짜여있다.

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한 화학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신의 아

창의재단 50주년 “사회와 과학 가교역할
할 것”

대한 일부 오해를 화학계 과학기술 대중화

도록 할 것”이라며 “제공된 인프라를 활용하
면 실패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2017년 창의재단이 50주년이 된다. 교육문

“과학적 근거 없이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들

수 있고 좋은 기술은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화 창달과 과학기술 대중화라는 미션을 가진

은 일반 대중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기관으로 사회와 과학기술을 잇는 가교

학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드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

역할을 강화하겠다.”

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화학연을 비롯

도록 학생과 교사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온·

김승환 이사장은 2017년 창의재단 50주년을

이디어를 구현하거나 시제품을 만들 수 있

오프라인 정보를 비롯해 창의활동 멘토링

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해 우리 화학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화
01

대비해 ‘생각·네트워킹·글로벌화·협동’

학지식과 교양을 제고하기 위한 ‘화학 대중
화 운동’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화학계가 인간과 환경에

과학적 근거 없이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들은 일반 대중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김승환 이사장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초등학
교 과학교과서에 스팀교육의 내용을 반영하
고, 차기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스팀교육
을 반영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대학생 스팀 교육기부, 스팀 아웃리치 프로
그램 등 다양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새로
이 기획해 일반 학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해 스팀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
다. 김 이사장은 “전국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자유학기제에 대비해 융합형 체
험 탐구활동을 강화하고, 진로 교육과 연계한
융합형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는 등 정부정
책과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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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적은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녹색화학, 친환경적인 환경화학’ 등의 분야
에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
그는 “지난 1976년 설립되어 국내 화학 분야
R&D와 화학 산업을 선도해 온 한국화학연
구원이 내년이면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는
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출연연구기관
으로서의 위상을 튼튼히 하고 화학강국, 나
아가 과학선진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화 ➊

02

틈만 나면 하늘 위로
올라간 과학자

게이 뤼삭
열기구 타고 하늘에서 기체 특징 연구
‘기체반응의 법칙’ 발견,
돌턴 원자설에 밀려 초반에는 빛 못 봐

01

Gay-Lussac, Joseph Louis
1778.12.6 ~ 1850.5.9

명석한 두뇌의 청년 뤼삭, 베르톨레를
만나다

입혀 자신만의 연구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

근교 작은 마을 St. Lèonard 출생. 태어난 곳에서

1778년 프랑스의 리모즈(Limoges) 지역의

미쳤기에 후대인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화학

교육을 받은 후 Ecole polytechnique에 입학했다.

근교에서 태어난 게이 뤼삭. 기체의 열팽창

자로서의 게이 뤼삭의 삶, 제 1보라고도 한다.

1800년 C.L. Berthollet에게 인정받아 그의 조수

과 기체 반응의 법칙 연구로 후대에게도 위

그는 연구자로서의 성실한 삶과 탁월한 능

대한 과학자로 알려진 그는 그의 명성만큼

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인물이었

리 강의를 했다. 후에 이 Ecole polytechnique

이나 영특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명석한 두

다. 때문에 그가 졸업한 학교인 에콜 폴리테

및 Jardin des Plantes의 교수가 되며, 또

뇌를 타고난 그는 어려서부터 과학 등의 학

크닉에서는 그를 강사로 초빙해 학생들에

Sorbonne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했다. 그의

문에 두각을 나타냈다.

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교육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지낸 그는 유복한 가

자로서의 뛰어난 면모까지 보인 그에게 학

연구자로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정환경 덕에 가정교사로부터 다양한 학문을

생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이러한

훌륭했다.

배울 수 있었다. 늘 호기심이 많던 그는 가

이유에서인지 게이 뤼삭을 언급하는 수식어

정교사가 알려주는 모든 학문을 빠르게 습

는 매우 다양하다. 화학자, 물리학자, 위대

프랑스의 화학자, 물리학자, 기상학자. Limoges

가 되었다. 이것이 그의 화학 연구에 대한 제1보
이다. 또 이 학교에서 자주 A.F. Fourcroy의 대

연구 업적은 아주 다채롭고 특히 화학과 물리
학의 경계 영역에 독특한 성과를 남기고 있다.

다. 베르톨레와의 만남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득했고 화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

한 과학자이자 탁월한 교육자 등 연구자에

그는 틈만 나면 열기구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

서 결국 프랑스 엘리트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게 필요한 거의 모든 자질을 타고 난 사람으

기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싶어서였다. 연구를 하다

에콜 폴리테크닉에 입학했다. 우수한 성적으

로 알려지면서 지인들에게 그는 본받을 만

로 졸업한 그는 당시의 유명한 화학자 베르톨

한 연구자로 일컬어지곤 했다.

가도 기회만 되면 높은 상공 위에서 기체를 채취
해 연구실로 갖고 내려왔고, 그 결과 높이에 따른

레로부터 인정받으며 조수로 들어가게 된다.

지구자기장의 세기와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알아
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6,000 미터(m) 이상의
고도에서 공기시료를 채취한 후 이것을 분석해
산소의 비율이 해수면의 것과 같다는 사실도 밝혀

01. 베르톨레 Berthollet, Claude Louis, 1748.

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체에 대한 거의 모든

12. 9 ~1822. 11. 6 프랑스의 화학자 02. 프랑스

것을 알아낸 과학자 게이 뤼삭. 그는 과연 어떤

엘리트 교육기관 중 하나인 에콜 폴리테크닉

연구자였을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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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뤼삭과 베르톨레의 만남은 뤼삭의 인

돌턴의 연구보다 정확했던, 기체 연구

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화학연구가로

그의 가장 대표적 연구 성과는 바로 기체 열

서 한 발짝 나아가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팽창에 관한 것이다. 24세의 나이에 열에 의

베르톨레였던 것이다. 당시의 위대한 과학

한 ‘기체 팽창 법칙’을 발견했으며 약 3~5년

자의 연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게이 뤼

후에는 훔볼트와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견

삭은 그것을 자신의 연구 과정에 그대로 덧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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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얽힌 연구 일화는 매우 다양하다. 기회

몇 개의 원자가 결합된 분자로 존재한다는,

가 될 때마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탐색하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제기됐다. 분자의

게이 뤼삭과 비오의 승천 뜨거운 공기 풍선, 19세기 후반 -

던 시기가 바로 이 때다. 당시 그는 열기구

개념을 도입하면 돌턴의 원자설에도 어긋나

1804년 05. 게이 뤼삭의 서명

를 주로 이용해 높은 상공으로 올라갔는데,

지 않을 뿐 아니라 기체반응의 법칙을 보다

기구는 당시 과학 기술계의 첨단 기계로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던 것이다.

열기구를 타는 그의 행위 자체는 매우 주목
헌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공 7,000 미터

위대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 업적 인정
받기 전 세상 떠나

(m) 이상의 고도에 최초로 도달했다. 과학

게이 뤼삭은 위대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로

에 대한 그의 열정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그의 기체 연구에 대

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상공

해 후대는 ‘기체를 물리적으로 파악한 연구’

7,000 미터(m)에 도달한 그의 기록이 향후

라고 평가한다. 화학, 그리고 물리학 분야에

50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서 모두 교수직을 받은 그는 기체반응의 법

뤼삭은 지자기의 관측, 대기의 물리 및 화학

칙 외에도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에 관한 측정을 진행하면서 항공 물리학, 고

1808년에는 수산화칼륨을 금속철로 환원하

층 기상학의 개척자로 불리기도 했다.

는 순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금속 칼륨을 얻

그가 발견한 법칙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

는 데 성공했으며, 1809년에는 옥시해산이

가 1802년에 발견한 기체 팽창의 법칙이

라고 불린 염소가 원소라는 것을 증명했다.

며, 다른 하나가 1805년에 발견한 기체 반

2년 후인 1811년에는 요오드에 대해 연구를

응의 법칙이다. 기체 팽창의 법칙은 공기와

진행, 이것이 염소와 비슷한 신원소라는 점

산소, 수소, 질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

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했다.

을 받기도 했다.

03. 파리의 페르 라셰즈, 조셉 루이스 게이 뤼삭의 묘지 04.

04

평생을 화학 연구에 몰두한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
그 결과 다양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후대에도
본받을 만한
연구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05

산화황, 이산화탄소 등이 모두 9℃~100℃
까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본래 부피의
0.375(1/266.66)씩 팽창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견한 법칙인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
립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훔볼트와 함
께하던 시기에 해당 법칙을 발견했지만, 그
는 원자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로 돌턴의 원자설에 묻혀 빛을 못 보기도 했
다. 하지만 후대에 아보가드로가 분자설을
제기하면서 뤼삭의 법칙은 빛을 보게 된다.
게이 뤼삭의 법칙을 원자설로 설명할 경우
원자가 쪼개지는 모형이 되기 때문에 당시
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가
쪼개지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 기체 물질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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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 뤼삭의 생애 동안 함께 연구를 진행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둘의 관

시선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계속

사람은 여러 명이다. 화학자로서의 인생에

계를 틀어지게 하기보다 연구자로서 신뢰가

해서 밀고 나갔다. 그 결과 다양한 업적을

첫 열쇠를 쥐어준 베르톨레 이후 그는 훔볼

쌓이게 했다.

남길 수 있었고 후대에도 본받을 만한 연구

트와도 인연을 맺었다. 둘의 만남은 훔볼트

연구자로서 서로를 인정한 뤼삭과 훔볼트는

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화학과 물리학

가 대기 성분비를 측정한 1800년대 초기에

함께 열기구를 타고 대기를 측정하기 시작

의 경계에서 독특한 성과를 남긴 것은 누구

이뤄졌다. 게이 뤼삭이 유디오미터를 이용

했다. 뤼삭이 기록한, 열기구를 타고 올라간

도 따라올 수 없는 그의 경지로 여겨진다.

해 대기의 성분비를 측정한 훔볼트의 연구

상공 7,000 미터(m)라는 높이는 두 사람이

비록 그가 현존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인정

에 착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둘은 연구 인

함께 이룬 내용이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을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과학적 원리와

연도 함께 했다. 유디오미터란 물의 전기분

1908년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고, 그 곳에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해를 통해 생성되는 수소와 산소의 부피에

서 전지 발명으로 유명한 볼타를 만나기도

그에게 ‘고층 기상학의 선구자’라는 수식어

서 전기량을 측정하는 분석기구 중 하나인

했다.

는 결코 헛되지 않다.

데, 당시 게이 뤼삭은 훔볼트의 연구결과에

평생을 화학 연구에 몰두한 그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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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➋

대표적인 잡식동물인 인간은 쉽게 구

에서는 밀알 전체를 분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위의 생물체들을 식량

겨와 배아를 제거한 다음에 배유만

으로 삼는다. 그 식량 속에는 우리가

가루로 만든다. 물론 가공기술에 따라

성장하고 일을 하며 스스로 치료하는 과

겨와 배아가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정-생명유지에 필요한 전체 과정-에 필요

실제 제분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분쇄 전

한, 다양한 화합물이 들어있다. 물론 우리들

천연식품의 신비

밀가루에
숨겨 있는 얘기들

에 통밀알을 43-80℃에서 2분~수시간 동

이 꼭 필요로 하는 식량들은 바람직하지 않

숨겨놓고 새 생명을 위한 에너지는 녹말에

안 조질(調質, conditioning)한다. 이 과정

은 독성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Michael

저장해둔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갈아 밀가

을 거치면 배유, 배아와 겨가 쉽게 분리된

Pollan의 ‘The Omnivore’s Dilemma- A

루를 만든다. 이로써 생명을 빼앗긴 채 가루

다. 배유부분을 분쇄하여 얻은 밀가루는 숙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2006,

가 되어버린 밀 시체(?)가 우리들의 식생활

성(aging) 과정을 거쳐 안정화된다. 숙성과

Penguin Books)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

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야

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열 숙성법이 흔

는지 현대 먹이사슬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기가 더 빗나가기 전에 원래의 뜻대로 밀가

히 사용되는데 이때 가루색이 누렇게 변한

식습관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좀 지

루에 초점을 맞추어보자.

다. 변색의 주 원인은 카로테노이드계 크산

나치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인간은 자신

토필(xanthophyll)이다. 밀가루 색깔을 희

의 생존과 만족을 위해 다른 피조물들을 먹

밀가루 제조와 품질

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백제가 사용

어치운다.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밀가루의 시작은 서기전 6000년으로 거슬

된다. 표백제에는 산화성 표백제와 환원성

Shaw)는 자기 위가 죽은 동물들의 묏자리

러 올라가며, 인류는 맷돌을 사용해 밀을

표백제가 있으며, 밀가루 표백에는 주로 산

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

갈아 밀가루를 만들었다. 이후 로마인들이

화성 표백제인 염소기체, 이산화염소, 과

신이 죽고 난 후 있을 장례 행렬에 양, 송아

처음으로 우마를 이용한 원추파쇄기(제분

산화벤조일 등이 사용된다. 현재 밀가루에

지, 닭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육

기)를 사용했고, 1879년에 런던에서 증기제

는 품질개량을 위한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

식을 피하고 채식을 고집했다. 이를 두고 일

분기가 등장했다. 20세기 초에는 석유발동

어간다. 첨가되는 물질에는 글루텐 강화제

부 사람들은 Shaw의 위는 죽은 식물들의 퇴

기를 이용한 기계식 혼합기가 사용되었고,

((NH4)2SO4, KBrO3, 아스코르브산 등), 발

비더미에 점령당했다고 비웃기도 한다. 식

1차 세계대전 후에 전동식 혼합기가 사용

효촉진제(NH4Cl, (NH4)2HPO4등), 비스킷

물들도 생명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포식자-

되면서 제분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제품 생

용 밀가루에 필요한 반죽연화제(NaHSO3,

중요성도 알게되고 재미도 느끼게 될 것이다. 본 코너에서는

먹이 간의 관계는 꽤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산이 균일해졌다. 이에 따라 1940년대부터

CH2SH·COOH 등), 노화방지제(레시틴,

「진정일 교수의 교실밖 화학이야기」 저자 진정일 교수의

제기한다.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표

철, 니아신, 티아민, 리보플라빈 등 첨가제

솔비톨 지방산 에스테르, 스테아로일 락

매력적인 화학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이 귀에 울린다.

가 들어간 밀가루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

틸레이트 나트륨과 칼슘 등)과 기타첨가제

서구화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도

었다.

(CMC, 알긴산, 카세인산나트륨, 수소인산

큰 변화가 일어나, 밥 대신 빵류의 소비가

곡류를 분쇄하여 곡분(穀粉)을 만드는 과정

칼슘) 등이 있다.

급증했다. 빵류의 제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을 제분(製粉, milling)이라 부른다. 제분과

같은 종자의 밀이라도 가루로 만든 후 숙성,

재료는 단연 밀가루다. 밀이라는 식물은 자

정에서 곡류를 분쇄한 후 껍질부분과 섬유

표백, 함유된 첨가제에 따라 밀가루의 품질

기 후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등을 제거하면 현재 우리가 먹는 밀가루, 쌀

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품질을 좌우하는

생명의 진수를 배종(胚種, 씨눈, germ)에

가루, 옥수수가루가 된다. 그러나 밀의 제분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 진정일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회장, 고려대 융합대학원 석좌교수)

화학은 통 재미없는 학문?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은 그 중요성과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가장 재미
없는 과학과목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화학은 21세기
과학의 중심에 있으며 화학의 발전 없이는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어느 것 하나도 성장할 수 없다. 우리 삶이
얼마나 화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면 화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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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텐(gluten) 단백질의 함량과 질이다. 어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단순한 식빵을 넘어서

소비자들은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

그 중 가장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비록 겉핥기식으로 밀가루에 관한 내용을

렸을 때 날밀을 계속 씹으면서 녹말을 내뱉

서 단과자류, 다양한 재료가 가미된 특수 빵

쏟아 생명의 진수를 배종(胚種, 씨눈, germ)에 숨겨놓고 새

면 위확대증, 설사, 구토와 두통, 관절통증

요인은 운동과 아스피린 과민증이다. 무엇

다루기는 했으나 밀가루에 관계되는 과학기

고 난 후에 입 속에 남은 글루텐을 마치 껌처

류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양 케이

생명을 위한 에너지는 녹말에 저장해둔다 02. 수렵목축사회

까지 경험하게 된다. 이는 주로 소장의 소화

보다도 밀가루 알레르기는 급성보다는 느리

술과 영양학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해

럼 씹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글루텐은 글리

크의 도래는 우리 식생활에 또 한 번의 변화

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이미 곡식을 반죽해 발효되지 않은

대사에 영향을 주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현

게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는 안 된다. 향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 태

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nin)의 복합

를 가져왔다. 제과점에서 볼 수 있는 밀가루

재 이런 증상은 대략 세계인구 중 약 1%가

체질이 변해 밀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

도 변화와 영양,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연구

체로, 전자는 밀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

제품의 다양함은 우리들에게 밀가루가 얼마

겪고 있다. 그러나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이

응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글루텐 단백질이

가 더 깊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가

며 물에 녹지 않으므로 녹말을 제거해 분리

나 중요해졌는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들은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물만 섭

우리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

루와 함께 우리의 주식을 이루는 쌀에 대한

취해야 한다.

는 중간 생성물들이 알레르기를 강하게 유

연구는 어떠한지 잠시 떠올려본다. 밀가루

가능하다. 밀에는 글루텐 이외에도 알부민,

01. 밀이라는 식물은 자기 후손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온 힘을

빵을 구워먹기 시작했다 03. 루텐은 밀가루 제품에 뿐만
아니라 맥주, 간장, 아이스크림, 케첩 등에도 들어있다

글로불린 등의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다. 글

글루텐 흡수장애와 밀가루 알레르기

글루텐 장흡수 장애 이외에도 밀(가루) 알레

발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밀가루 알레르기

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그 응용은 나날이 깊

루텐은 ‘밀고기’ 제조에 바탕이 되는 성분이

밀가루가 우리들의 식생활과 밀접해진 만큼

르기에 주의해야 한다. 한방에서 밀가루 음

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성(遲延性)을 가

어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 글루텐은 이황화(disulfide) 다리결합을

밀가루 섭취와 관련한 증상들이 등장했다. 대

식을 추천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는 밀가

진다. 밀가루 알레르기의 일반적 증상은 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쌀 특

만들 수 있으므로 반죽에 찰기를 준다. 글루

표적인 증상으로 글루텐 흡수장애가 있다. 글

루 알레르기가 포함된다. 밀가루 알레르기

스꺼움, 두드러기, 아토피, 습진 등이다. 서

히 쌀가루를 이용한 식품의 영양학적 연구

텐의 양에 따라 밀가루는 강력분(11-13.5%),

루텐은 밀가루 제품에 뿐만 아니라 맥주, 간

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양에서는 제빵사들에게 천식이 많아 밀가루

및 응용 연구는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 일부

준강력분(10-12%), 중력분, 박력분 등으로

장, 아이스크림, 케첩 등에도 들어있다. 글루

가 쉽지 않다. 현재까지 밀 알레르기를 유

알레르기는 ‘Bakery Asthma’(빵집 천식)이

식품회사들이 쌀가루에 기초한 여러 가지

구분된다. 강력분은 식빵, 준강력분은 면류,

텐의 흡수장애(Coeliac disease)를 가진 일부

발하는 물질로는 27가지가 알려져 있으며,

라고도 불린다.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

중력분은 면류와 다목적용, 박력분은 과자

하다. 밀가루만큼이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 비스킷 제조에 쓰인다. 반죽의 조건에 따

세계의 많은 인구들을 위해 다양한 쌀제품

라 응집성과 탄성이 달라진다. 즉, 반죽과정

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

에서 이황화 다리결합들이 파괴-재생성을

라 식품과학 기술계가 정진하길 바란다. 그

반복한다.

리하여 밀가루뿐만 아니라 쌀가루를 기초한
여러 가지 복합 곡분의 개발로 식생활의 영

빵의 유래

양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좋아

‘빵’이라는 단어는 포르투갈어이다. Pang이

하는 질감을 지닌 다양한 식품들이 개발되

라고 쓰며, 아마도 우리보다 일찍 포르투갈

기를 기대한다.

과 교역을 하고 있던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

02

에 이 단어가 전해지지 않았나 싶다. 지금으
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수렵목축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이미 곡식을 반죽해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워먹기 시작했다. 메
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기원전 6-7천 년 전에
밀을 재배했던 흔적이 보인다.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는 지금도 밀가루로 만든
무발효 짜파티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기원
전 2000년대에 이르러 이집트인들이 처음

03

으로 이스트로 발효된 빵을 만들어 먹었다.
훗날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거쳐 제빵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유럽사회의 주식은 빵
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에 정부의 적극
적인 분식장려정책으로 빵류의 소비가 증가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회장
고려대 융합대학원 석좌교수
진정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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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➌

피부 광노화를 아시나요?

대기상 오존층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므로

현대인의 피부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문제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줄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피부 관리가 여성

UV-A와 UV-B다. 이 중 UV-B 는 단시간

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에 피부 표피와 진피 상부에 침투해 피부 홍

없이 동안 얼굴을 갖기 위해 무수히 많은 피

반과 화끈거림, 물집 등을 유발한다. 피부

부 관리 비법을 활용하고 있다.

가 검게 되는 현상은 바로 이 UV-B 때문으

화장품 속 숨은
과학 이야기

탱탱하고 탄력 있는 동안 피부를 갖기 위한

로 UV-A에 비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
분모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의 활용이다. 태
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일명 ‘썬 스크
린’ 혹은 ‘썬크림’으로 불리는 화장품은 현대
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다.
무엇보다 여름철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먼저 챙
기는 게 중요하다. 휴양지는 대부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
하게 차단하는 게 피부 노화 뿐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피부노화의 종류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가 내인성 노화(intrinsic ageing)라면 다른 하나는 광노화(Phto-ageine)

다소 약하다. 피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바로 UV-A다. 멜라닌 색소를 변
화시켜 피부를 검게 만들 뿐 아니라 피부 내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흡수하는 방법과
반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다
흡수가 화학적 방법에 속한다면
반사는 물리적 방법에 속한다
어떤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것이냐에 따라
함유되는 성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를 변형
시켜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DNA 면역체계 손상을 가
져와 피부암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흡수하는 방법과
반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다. 흡수가 화학
적 방법에 속한다면 반사는 물리적 방법에 속
한다. 어떤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것이냐
에 따라 함유되는 성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자외선을 ‘흡수’하는 경우 벤조페논유도체와
PABA, 살리실산 유도체 등이 사용된다. 이
들 성분은 피부에 잘 스며들어 착용감이 좋
을 뿐 아니라 자외선 흡수 및 차단 효과가

자외선 차단 종류와 함께 숙지해야 할 한

뛰어나 매우 유용한 물질로 일컬어진다. 하

가지 중 SPF가 있다. SPF(Sun Protection

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피부에 가해지는 자

Factors)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의

극도 적지는 않다. 때문에 민감한 피부라면

최소 홍반량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경적인 요소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돼 주름

이들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는 피하

않았을 때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수치다.

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자외선으로

는 게 좋다.

쉽게 말해 SPF 수치가 낮을수록 가벼운 야

인한 피부 탄력 감소와 멜라닌 색소의 감소,

자외선을 ‘반사’ 시키는 경우 이산화티타늄

외활동과 어울리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자

주근깨 생성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과 산화아연, 미세입자의 무기물 등이 사용

외선이 강한 지역에 사용된다. 자외선 차단

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된다. 이들 물질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지니는 태생적 한계가 ‘피부자극’인 만

미세입자를 이용해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큼 적절한 SPF 제품을 골라 사용하는 게 무

반사? 흡수? 자외선 차단의 두 종류

반사시킴으로써 피부가 자외선과 만나지 못

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과연 어

하게 한다. 흡수가 아닌 반사 역할을 하므로

아직 뜨거운 태양이 내리쬘 시기는 많이 남

떤 원리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일까. 이

피부에 안정적이고 자극 유발이 매우 적다.

아있다. 여름의 햇빛은 1년 중에서도 가장

겨울에서 봄으로, 그리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피부는 자외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햇빛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의 크기도 세지만 옷차림이 점차

를 설명하기 전, 먼저 자외선의 종류에는 무

하지만 많은 양을 바를 경우 하얗게 일어나

강력한 자외선을 동반하는 만큼 자외선 차

얇아지면서 자외선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가운 봄볕과 뜨거운 여름철 햇빛을 막기 위해

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외선은

는 백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량을

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피부 건강을 지키는

몸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과연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원리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자.

UV-A, UV-B, UV-C 로 구분, 이 중 UV-C는

바르는 게 중요하다.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다. 내인성 노화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현상이
라면 광노화는 자외선과 스트레스 등 외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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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동향 ➊

그래핀
대량 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

R&D 동향 ➋

새로운 합성법이
저가 양자점을
예고

미국 MIT와 미시간대학 연구팀은 두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챔버 내

실험실 스케일에서 챔버를 테스트한 결과, 기판이 분당 25 mm (1 in)

정확히 제어된 크기를 갖는 금속 황화물 나노크리스탈(흡수 및 발광

저렴하다. ‘Thiourea는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sulfur 전

에 강한 전도성 물질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용한 그래핀 대량 생산이

간격으로 움직이는 동안 고품질의 균일한 그래핀 층 생산이 가능함

파장이 예측 가능한)의 새롭고 효율적인 합성법이 미국의 연구진에

구체를 대체할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연구진은 말한다.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이 입증되었다. 현재 연구진은 그래핀 생산을 위한 신규 튜브-챔

의해 개발되었다.

상세한 연구결과는 다음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A tunable library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래핀 제작

버 방법을 이용하여, 고속에서도 고품질의 그래핀 층 생산이 가능

프로세스는 현재 양자점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hot injection 합성

of substituted thiourea precursors to metal sulfide nanocrystals”

에 비해 매우 간단한 공정으로 그래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한 기술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상세한 연구결과는 다음 논

법의 변형으로, 상용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스크린 및 조명 분야에

http://www.sciencemag.org/content/348/6240/1226.full.pdf

기술은 기존 화학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과 유사한

문에 수록되어 있다. “High-speed roll-to-roll manufacturing of

잠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제조사들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선명

방법으로, 두 개의 동심원 튜브로 구성된 챔버를 이용한다. 이때 사

graphene using a concentric tube CVD reactor”

한 색 및 보다 효율적인 태양전지의 생산 잠재력으로 인해 디스플레

http://www.rsc.org/chemistryworld/2015/06/new-synthesis-heralds-low-cost-

용되는 챔버는 약 1,000 °C (1,832 °F)의 온도까지 가열이 요구되며,

http://www.nature.com/srep/2015/150521/srep10257/full/

이 기술에 대한 양자점에 관심이 있다.

quantum-dots

그래핀 형성을 위한 기판은 튜브 내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큰 튜브

srep10257.html

콜로이달 반도체 나노크리스탈 또는 양자점은 양자구속이 전자가

를 통해 가스가 주입된 후 내부 튜브를 따라 주입된 가스가 밖으로
빠져 나오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공정은 기판 제조
를 위한 챔버와 그 위에 그래핀을 성장 시키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가

출처 : GIZMAG, 2015/05/21

화학정보센터

불연속 에너지 주위만 채우도록 허용하는 아주 작은 반도체 결정으

http://www.gizmag.com/mit-graphene-large-quantities/37635/

로, 밴드 갭이 도트가 작아지도록 커지게 된다. 도트의 방출 및 흡수

화학정보센터

파장은 그들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다. 이들은 산업적

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출처 : ChemistryWorld, 2015/06/12

으로 sulfide 소스가 금속염 용액에 주입되는 hot injection 합성에
의해 생산된다. 전구체가 더 빨리 sulfide를 방출한다면, 더 작은 나
노크리스탈이 많은 수로 형성된다. 반면 sulfide 전구체의 느린 분해
는 적은 수의 큰 크리스탈을 생산한다.
산업 화학자는 원하는 크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원하는 크기에
도달한 경우 반응을 조기에 정지, 반응 온도를 변경하거나 sulfide
전구체의 다른 class를 사용했다. 이러한 기술은 전형적으로 배치 간
의 높은 변동성으로 원하는 양자점이 낮은 수율로 생성된다.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sulfide 전구체로 공기 안정 치환된
thiourea를 개발 했으며, 이들의 반응성은 부착된 작용기를 비틈으
로써 규모의 많은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화학자들은 실온에서 산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isothiocyanate와 amine을 혼합함으로써 쉽
Cu foil 상에 R2R 그래핀 성장을 위한 Concentric tube CVD (CTCV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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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합성하였으며, 일부 현재 사용되는 sulfide 전구체보다 100배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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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thiourea의 변환 반응성이 더 높은 나노크리스탈 농도 및
더 작은 최종 나노크리스탈 직경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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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화학융합포럼 출범 및 제1회 포럼 개최

화학연-한국파스퇴르연구소 헬스케어 및 신약 분야 연구협력

국내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정 협의체인 미래화학융합포럼(상임대표 국회 부의장

화학연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6월 9일(화) 국내 신약개발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정갑윤)이 출범하여 4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벼랑

목표로,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저해제 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끝에 선 한국 화학산업,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향후

양 기관은 향후 ‘병원체 바이러스 및 약물내성을 지닌 박테리아의 활성을 억제하는 소분자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아젠다

저해제 개발, 신약 물질 화합물 발굴을 위한 생물학 분석법 연구, 소분자 저해제 작용 기작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및 규명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2015년 본부별 전직원 워크숍

2015년 조직성과목표 협약식

2015년 본부별 전직원 워크숍이 5월7일(목) 울산연구본부를 시작으로 1박2일 일정으로

연구원은 2015년 부서별 핵심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를 확정하고 6월 22일(월) 대회의

진행됐다. 각 본부별 워크숍에서는 2015년 본부별 업무추진 계획 공유와 내부 소통 활성

실에서 2015년 조직성과목표 협약식을 가졌다.

화를 위한 분임조 토의 및 명사초청강연,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2회 원장배 본부별 족구대회

화학연-동부팜한농 글로벌 작물보호제 공동연구개발 협약식

연구원은 5월 27일(수) 연구원 대운동장에서 원장배 본부별 족구 대회를 개최 했다. 이번

연구원은 6월 19일(금) 대회의실에서 동부팜한농과 “글로벌 작물보호제” 공동연구개발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의약바이

협약식을 가졌다. 연구원과 동부팜한농은 앞으로 3년간 “선택성 제초제 및 나방/진딧물

오연구본부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류 해충 방제용 살충제 사업화 후보물질 개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유쾌한 힐링캠프 숲속휴 프로그램

화학연-재원산업(주) 수요맞춤형 기술협력회의

연구원은 5월 30일(토)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및 금강아트센터에서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연구원은 7월 14일(화) 대회의실에서 재원산업(주)과 수요 맞춤형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유쾌한 힐링캠프 ‘숲속휴(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

우수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산·연 협

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숲속트레킹, 활쏘기 체험, 도자기 공예 체험 등이 실시됐다. 연구원은

력연구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코자 산업체와의 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기술협력회의에서는 양 기관 소개와 더불어 재원산업 관심기술분야 및 협력분야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과 관련분야 연구실 투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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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청렴 뉴스

화학으로 풍요롭게,
청렴으로 깨끗하게

KRICT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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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간추린 청렴 소식

Quiz

➍ 전 직원 청렴 학습 실시
업무 속 임직원행동강령의 실천을 위한 전 직원 청렴 학습을 실시

➊ 청렴 주간 운영 및 청렴 선포식

퀴즈 풀고 선물 받으세요!

중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8월)

행사
6월 4째주를 청렴 주간으로 지

1주차

청렴도 자가 진단 평가

정하여, 청렴 선포식, 청렴 동

2주차

청렴 서약 작성

아리 활동, 청렴 서한문 발송

3주차~10주차

청렴 웹툰 학습

11주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숙지도 평가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매거진 독자 여러분.
매거진의 새 코너 ‘독자퀴즈’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 다음중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것은?

Hint

본 매거진 핫이슈➊ 기사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래요“
2015 최악의 악몽, 메르스>를 참고해주세요!

➊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➋ 조류 인플루엔자
➌ 구제역

➎ 청렴 동아리 활동 전개

➋ 청렴 표어·제도개선 제안 공모전 개최
연구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2015년 한국화학연구원 청렴 표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동아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난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57개의 작품이 접수된

6월 24일, 동아리 회원과 함께 갑천 변 환경 정리 및 청렴 영화

가운데, 직원 선호도 조사와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최우수 작품

(연평해전) 관람 등 청렴 동아리 활동을 실시했다.

으로 ‘화학으로 풍요롭게, 청렴으로 깨끗하게’ 표어를 선정했다.

*청렴 동아리 :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및

부문별 입상작은 다음과 같다.

공직사회 신뢰 제고 활동 등을 전개

구분

표어
부문

제안
부문

훈격

내용

제안자

최우수

화학으로 풍요롭게, 청렴으로 깨끗하게

김용은

우수

연구는 정직하게, 업무는 청렴하게

염현석

장려

그린 화학, Clean KRICT

양현서

장려

깨끗한 양심, 당당한 KRICT

조남정

우수

호칭 - 관계의 시작

안은숙

장려

공용차량 운영 투명화

이인영

➌ ‘Fellowship 캠페인’ 추진

➍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➏ ‘폐토너 활용 지역사회기부’

연구원 구성원 간 동료의식

개별적으로 처리 되던 폐토너를 일괄 회수하여 지역사회 나눔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소통을

실천을 위한 폐토너 활용 사회공헌활동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벤트 기간 2015년 8월 1일 ~ 8월 31일

통한 활기찬 조직 문화 구축을

조성되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부처 등은 추후 결정된다.

당첨자 발표 9월 중 개별안내

다짐하는 ‘우리의 약속’ 헌장을

이벤트 상품 이지사이언스북 포함 소정의 기념품

제작 및 게시했다.

보내는 곳

krictblog@naver.com

*위의 이메일로 퀴즈 정답 / 이름 /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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