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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허리케인과 폭풍우가 빈발해 삶의
터전이 폐허로 바뀌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따로 또 같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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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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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➊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
국내 산업 및 에너지환경 고려 ‘버려지는 탄소 재활용’ 집중
혁신기술 개발, 허브 센터 구축, 성과활용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략 수립
미래부 “성공 위해선 연구계-산업계 협력이 최우선 과제”

POST 2020 시대, ‘탄소지원화 전략’으로 선도

오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가들이 미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경세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하고 국제시장을 활용해 11.3%를 추가로 줄일

탄소(C)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 중 하나다. 인체 무게의 약 18.5%가 탄소며 석탄, 석유, 천연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border tax)’라는 페널티(penalty)를 부여하

최소 40% 감축을 약속했다. 후쿠시마 원전

계획이다.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

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주된 구성 원소다. 또 변신의 귀재로서 결합구조에 따라 숯, 흑연, 다이

당사국총회(COP21:2015 United Nations

는 제도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화석

내 감축률 중 산업부문 감축률은 부문 BAU의

아몬드 등 매우 다른 성질의 물질로 존재한다. 탄소는 다른 어떤 원소보다도 많은 종류의 화

Climate Change Conference)’가 개최된다.

온실가스 감축 참여도에 따라 사실상의 무

연료 사용을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2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해

합물을 만드는데, 거의 1000만 가지나 되는 탄소화합물이 자연계에 존재하거나 인공적으로

주요의제는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온실가

역장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위 수준까지 치솟은 일본은 지난 7월, 2013년

외 감축률 11.3%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합성되어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한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화합물인 이산화

스 감축.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초까지 세계 각

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26% 감축을 목표로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

부과한 교토의정서가 2020년 만료됨에 따

국은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했다. 온실가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선진국들의 진행

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

라 COP21에서 모든 나라가 감축 의무를 지

스 배출량 세계1위 중국은 지난 6월 온실가

상황을 지켜본 뒤 9월 즈음에 국가 온실가스

매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국제 탄소시장

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협약을 내놓을 예

스 배출 절대량이 아닌, 2030년까지 국내총

감축목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달라진 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이다. 2015년 10월 1일까지 각 국가로부터

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

국의 위상을 고려해 지난 6월 30일에 배출전

마련에 나섰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최근 과학기술계를 주축으로 정부와

감축목표를 취합, 11월 1일 각국 평가를 담

년 대비 60~65%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세웠

망치(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산업계가 뜻을 모은 ‘탄소자원화 전략’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KRICT 매거진 ‘핫이슈’

은 종합보고서가 발간되며, COP21 본회의

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미래 배출 전망치)

코앞으로 다가온 ‘新기후변화체제’ 우리의
현 상황은?

에서 살펴봤다.

에서 평가 및 의결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있

꾸준히 주장해왔던 인도(배출량 세계3위) 역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했다. 블룸버

연말 COP21에서는 각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는 협정 문안을 만들면 새로운 체제가 시행

시 중국과 같은 기준으로 33~35% 줄이겠다

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나라별 비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과 재원, 이행

된다. 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의

고 약속했다. 반면 세계2위 온실가스 배출국

분석에 따르면,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이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토론이 벌어

규칙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수립될 예정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2030년까

며 당초 예상보다 의욕적인 수치다. 정부는 해

진다. 이에 협약에 참여하는 196개국은 선진

인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당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에서 25.7%를 감축

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저탄소 경제성장을

탄소(CO2)나 메탄(CH4),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은 온실가스로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화를 거치며 인공적인 탄소화합물의 활용과 배출량
이 급격히 증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은
상승하고, 생물종의 멸종이 시작됐으며, 홍수와 가뭄, 허리케인과 폭풍우가 빈발해 삶의 터전이
폐허로 바뀌고 있다. 바야흐로 탄소의 역습이 시작된 것. 이에 세계 각국은 따로 또 같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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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에너지 수입 비중 (2013년)
(단위:%)

국가별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단 감축목표치는 설정했지만

80

75.0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수출 및 투자, 고용

미래부는 탄소자원화 개념에서 범부처 차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글로

공청회를 겸한 미래화학융합포럼을 개최하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 상위전략을 수립, 탄소 '포집-전환-가공'

벌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탄소자원

으며 연내에 탄소자원화 전략(안)을 국가과학

등 개별 기술간 연계 및 융복합 시스템화를

화 국제협력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과기계 주축, 범부처
차원의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

통해 기술개발 전략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이진규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후변

고영주 화학연 탄소자원화정책센터장은 “신

경제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화대응 ‘탄소자원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

기후변화체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조

(146.7조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70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국

60

내 산업소재 원료와 에너지 연료의 높은 석

50

전 세계적인 변화를 앞두고 대부분의 국가들

다음으로는 성과 활용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연구계와 산

만간 닥쳐올 위협이기 때문에 탄소자원화라

40

이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연구개

하는 것이다. R&D 결과의 시장 진입 촉진을

업계의 협력’을 꼽으며 “산·학·연 역량을

는 개념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국가 전략

발(R&D)에서 찾고 있다. EU와 미국, 중국 등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산업계가 공

집결하여 기후변화대응 ‘탄소자원화 전략’을

을 세움으로써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주요내용도 에너지 시

동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의 지원을 확대

연내에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힘과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

스템 전환을 위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하고 원료의 공급, 활용의 효율적 연계를 위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2일 한국화학

37% 감축은 도전적인 목표인데 탄소자원화

와 친환경적인 정책 도입이다.

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탄소자원화 성과활

연구원(원장 이규호·이하 화학연)에서 산·

를 통해 실현가능성과 효과적인 감축방안에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용 및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학·연 전문가 19명을 초청, ‘탄소자원화 전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활용하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

다. 마지막 전략은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의

략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10월 2일에는 미

이어 고 센터장은 “국가R&D차원에서 보면

하 미래부)가 R&D를 기반으로 한 ‘탄소자원화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탄소자원화 허브

래부 1차관 주재로 SK이노베이션, LG화학,

탄소자원화 전략의 추진을 통해 여러 사업주

전략’을 내세우며 대책 마련의 선봉에 나섰다.

구축이다. 이를 위해 ‘(가칭)국가탄소자원화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부흥산업사 등이 참

체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운영

탄소자원화는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

전략센터’를 설립해 기술개발 전략 수립, 지

석한 기업 간담회를 열어 탄소자원화 전략의

효율화가 예상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제조업

가스(CO) 및 온실가스(CO2, CH4) 등 기존에 버

식정보 유통, 기술활용 인프라 지원 등을 전

필요성·시의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

의 기반이 되는 화학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려지던 탄소화합물을 산업원료로 재활용하는

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탄소

다. 또 오는 10월 29일에는 국회에서 ‘기후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술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

자원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

화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조했다.

유 의존도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
도는 95.7%로 국가 총 수입의 34.7%를 에너
지를 수입하는데 쓰고 있다. 특히 수입하는
에너지 중 석유 비중은 75%에 달한다. 석유

30

17.1
(33.6조원)

20

제품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고

10

려할 때, 석유 의존도를 낮추지 않고는 온실

0

7.3
(14.3조원)

0.6
(1.1조원)

석유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 현재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1차 에너지원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우리나
석유 소비 비중 (2013년)

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2% 수준으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 11%

(단위:%)
60

58.4

를 달성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0

다른 하나는 탄소배출 등 환경규제로 인한
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다. 화학산업이 국
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2014년

40

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미래

32.4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한다는 의미. 신재생에너

30

기준)로 명실상부 국가 주력산업이다. 그
러나 최근 중국, 중동 등의 석유화학 플랜
트 신설에 따른 주요 화학제품의 공급 과잉

지 개발만으로는 높은 석유의존도를 빠른 시일

20

내에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온실가스

10

5.1

과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국내 화학산업은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산업

억 규모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가정산업

발전

공공기타

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 순위 (2013년)

히 낮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

량의 15.4%를 줄이지 못하면 3년간 약 7800

수송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캐나다

12

미국

2

러시아

18

중국

스위스

소자원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노르웨이

비롯됐다. 탄소자원화의 구체적인 전략에는 크

EU(28개국)

40%
최소 40%

2005년 배출량

26%

전주기 기술혁신 트리를 체계화하여 R&D 사업

중국

60~65%

간 연계 및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인도

2005년 GDP대비
배출량

31

독일

배출권을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4

볼리비아

44

프랑스

석유화학 업계는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방

5

콜롬비아

48

일본

규모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연구과제 수행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1

영국

103

한국

주체로는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인공광합

멕시코
한국

BAU 대비

미래성장동력 창출

32%

2013년 배출량

하고 산업수요기반 공백기술을 발굴해 지원하

온실가스 저감

25~30%

일본

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탄소자원화에 해

30%

33~35%
25~40%

Source
•제철소, 발전소 등
•산업 및 가정 폐기물
•천연가스, 셰일가스
•식물 및 조류 등

37%

탄소원
포집
기술

•CO (일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
•CH4 (메탄)

기초물질
전환
기술

•기초화학물질
(올레핀, 방향족 등)

최종제품
가공
기술

•바이오 원료
(바이오알코올,유기산등)
•운송용 연료

당하는 R&D투자는 미래부 536억원, 산업통상
자원부 331억원 등 9개 부처에서 총 1076억원

자료 : 세계에너지협의회

성연구센터,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바이오

•일본 : 48위, 대만 : 71위 (총 129개국 조사)
•한국 에너지 수입의존도 : 95.7%

리파이너리연구단, 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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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배출량

혁신 트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탄소자원화

덴마크

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화학

50%

러시아
미국

감축률

캐나다

3

성상 탄소배출을 연간 1% 감축하는 것도 어

기준

탄소자원화 프로세스

소자원화 전주기적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된다. 그러나 당장 내년 6월이면 온실가스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

구분

등을 석유대체 원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는 탄

게 3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먼저 첫 번째는 탄

년 10% 초과에서 2013년 3% 수준으로 급격

학업계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기존 배출

1.3

0

국내 글로벌 화학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

에 들어간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석유화

2.8

주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안

활용
석유 의존율 저감

개발센터 등이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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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틴(PE, PP등)
•바이오플라스틱
(PLA 등)
•유기용제
•발전용 연료

핫이슈 ➋

탄소자원화
4대 기술

탄소자원화
4대 기술

1

2

C1가스 리파이너리
산업
부생가스

수송용 연료

생물학적 전환
화학적 전환

인공 광합성
기초 화학연료

올레핀

CO
부탄올

유기산
방향족 BTX

셰일가스
바이오가스

CH4

에탄올

생물학적 전환
화학적 전환

의약품
아미노산
화학제품 원료
플라스틱 원료
선택적 제조

탄화수소
아민

메탄올

원료

고분자 단량체

화합물 제조용 광- 바이오 융합 반응장치

C1가스 리파이너리는 탄소 1개로 이루어진 일산화탄소(CO), 메탄

상업화 수준의 C1가스 리파이너리 핵심 기술이 개발된다면, 현재의

인공광합성(Artificial Photosynthesis)이란 자연의 광합성과 비슷하

인공 광합성 시스템은 크게 광촉매를 활용해 태양광에너지를 전환

(CH4) 및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 다

석유 중심 화학·에너지산업을 가스 원료 기반의 화학·에너지산업

게 햇빛을 이용해 물, 이산화탄소로부터 고부가가치 화학물을 만드

시켜주는 ‘광에너지 전환부(I)’와 전자전달시스템(II), 그리고 산화 환원

양한 기초 화학소재와 수송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으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는 과정이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 정밀화학기초소재를 생성하는 ‘바이오촉매(효

제철소와 석유화학 시설 등에서 나오는 연간 2300만톤의 CO가스에

소) 반응부(III)’가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 원료

C1가스 리파이너리 기술은 고온, 고압 상태에서 다양한 공정을 필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가솔린의 30%를 대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공광합성 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화학산업으로 주목 받는 신기술

물질과 그에 합당한 효소만 넣어주면 태양광 이외의 아무런 추가에

로 하기 때문에 석유 대비 경제성이 낮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CH4 가스 300만톤은 국내 석유기반 메탄올 생산

분야로 아직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직접적인 시장은 없으나 나노기

너지 투입 없이 고부가 정밀화학기초소재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

‘C1가스 정제기술’은 바이오 및 화학촉매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저온,

을 100% 대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술 전 분야, 대체 에너지 생산, 청정 화합물 생산 등에 막대한 파급

으며, 원료물질과 효소를 교체하면 촉매반응을 거쳐 다른 물질도 선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저압 상태에서 일산화탄소(CO), 메탄(CH4) 가스 등을 기초 화학소
재, 제품 및 수송연료로 직접 전환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석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기술

특히 인공광합성 플랫폼은 경제적 효과를 산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로 주목받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예인 태양광 화학
공장 인공광합성 시스템은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자연의 광합성 작

C1 리파이너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계 극복형 원천기술 개

용에 착안한 것으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한 청정한 태양광 에

발과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C1

너지를 이용하여 식물은 포도당을 만드는 반면, 인공광합성 시스템

가스를 저온·저압에서 직접 전환하는 융·복합 원천 공정과 이와

은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관련된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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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자원화
4대 기술

탄소자원화
4대 기술

3

4

바이오 리파이너리
태양에너지

CO2

CO2

CCU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CO2
화력발전소/복합화력
폐열

온실가스
원료화

자원화
기술

폐자원
쓰레기매립지
Renewable
Energy

바이오-화학기술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학소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리파이너리

산업공정배출가스

온실가스 저감 및 범용 화학제품 동시 생산

바이오리파이너리는 식물, 미세조류 등 바이오매스(Biomass)를 원

현재 1세대 바이오매스로서 식용 작물에서 유래한 전분이나 식물 오

CCU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버려지는 물질이 아닌 유용한 자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

료로 화학제품과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태양에

일을 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곡물을 사용함에 따라

원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탄소화합물(Value-added

이다.

너지를 받아 자라나는 식물자원으로부터 화학제품원료나 연료를 얻

식량 활용 측면과 경쟁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다. 2세대 바이오매

Chemicals)로 전환하는 연구다.

을 수 있는 기술이기에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비

스인 비식용 작물에서 유래한 셀룰로오스 등을 활용하는 기술은 관

롯한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지

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공정은 상용화 규모

지금까지 산업공정에서 대량 배출되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

속성장형 산업기술이다. 또한 바이오리파이너리는 식물, 미세조류

로 추진 중이다. 3세대 바이오매스인 해조류와 같은 조류는 산업원

탄소를 모아 폐기물처럼 지하나 해저에 매립/저장하는 CCS(이산화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자원에 비해 단시간

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주로 초

내에 재생산이 가능하며, 바이오매스 전환을 통한 유용물질 전환기

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 이산화탄소를

술은 주로 바이오-화학 융합형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석유화학 및

바이오매스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장기간의 연구개발 기간과 대규모

자원화하는 CCU(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전환, Carbon Capture and

기존 화학공정 기술에 비해 에너지 소비 및 CO2 발생이 적어질 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반면 제품화 성공시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Utilization) 기술과 관련한 연구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있는 효과가 있다.

가 커 친환경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한 분야다. 2010년 세
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CCU 기술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

바이오리파이너리는 산업분류상 ‘바이오화학산업’의 주요 핵심 공정

기반 화학제품은 2020년 세계 화학시장규모의 9%(총 2950억 달러)

에,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하

분야로 바이오매스 처리기술, 생촉매 및 미생물기술, 바이오매스 전

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또한 사용 후에는 다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

환화학기술 등이 핵심기술이다.

므로 지속가능한 탄소원의 재활용이란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전환 후 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의 생성에 따른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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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➌

01. 미래부가 지난 10월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자원화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자원화 전략
범부처적 협력 중요”

온실가스(CO2, CH4), 일산화탄소(CO)를 포

韓 주력산업 에너지 다소비 구조 “정부차원
투자 및 범부처 협력 중요”

함한 산업부생가스와 천연가스 등을 산업원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주력산

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

업이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되어있어 에너지

하고, 기술혁신 결과의 시장진입 가속화를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만으로는 온실

위한 성과활용 및 사업화 지원기반을 구축

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해 기후변화대응 탄소자원 생태계를 조성해

배출된 온실가스 등을 자원으로 재활용 하는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미래부, 10월 2일 간담회 개최
산·학·연 관 관계자 탄소자원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탄소자원화전략을 수립하려는 대부분의 기

‘탄소자원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체는 탄

업들이 전통 석유화학기업이다 보니 접근하

소자원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정

는데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원천핵심기술

부출연연구기관이 이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

을 계속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

을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일 서울 팔레스

하다. 이를 뒷받침해줄 기업의지와 정부의

호텔에서 미래부1차관 주재로 열린 ‘기후변

지원이 필요하다.”(이상엽 KAIST 교수)

화대응 탄소자원화 전략 간담회’에서다.

“탄소자원화는 신산업창출 등 위험을 새로

이날 간담회에는 SK이노베이션, LG 화학,

운 기회로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

GS 칼텍스, 롯데 케미칼, 부흥산업사 등 기업

나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각 기업에 요구하

과 한국화학연구원, KAIST 등 출연연과 대학

는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에 대한 대책이 없

관계자가 참석했다.

는 상황으로 감축기술 연구개발 여건을 위

미래부는 ‘탄소자원화 전략’마련을 위해 한

해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이 범부처적

국화학연구원을 주축으로 산·학·연 전문

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김평중 한국석유

가 19명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응 ‘탄소자원

화학협회 본부장)

화 전략’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탄소자

산·학·연 전문가가 버려지는 온실가스 등을

원화 전략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석유대체 원료와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탄소자

감축목표 달성과 함께 신산업 창출 등 기후

원화 전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

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학·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올해

전략들이 담길 예정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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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며 “탄소자원화기술이 활성화되고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KAIST 교수는 “탄소자원화전략을
수립하려는 기업들이 전통 석유화학기업이
많다보니 접근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또 초
기에 나온 제품군의 생산단가도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원천핵심기술
을 계속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은 기업운영
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뒷받침

02

해줄 기업의지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정부의 지원이 강조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제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동우 롯데케미
칼 연구소장은 “국가과제 중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인 PLA (Poly Lactic
Acid)사업을 2곳의 대기업이 같이 진행 중
이며, 이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사업화 과제를 하는 중”이라며 “중소, 대기
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들이 늘어나면 좋

03

04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탄소자
원화는 신산업창출 등 위험을 새로운 기회

특히 우리나라 국가 총 수입액 대비 에너지

세계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술들을 상

수입이 34.7%(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이

용화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상용화단계에

중 석유 비중이 75.0%에 달하는 등 석유의

서 대규모 투자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존도가 높아, 버려지는 온실가스 등을 석유

기업체들은 탄소자원화 기술을 개발할 수

대체 원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는 탄소자원

있는 정부차원의 투자와 범부처 협력, 규제

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완화, 산·학·연 긴밀한 연계 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기관들은 탄

승도영 GS 칼텍스 전무는 “(연구개발 상용

소자원화를 위한 전략과 연구개발 상황을 설명

화를 위해)연구소단계→파일럿단계→데모

하고 애로사항 건의 및 협의방안을 도출했다.

단계를 거치는데 파일럿단계에서는 수십억

SK이노베이션은 C1가스를 발효시켜 새로운

이지만 실증 플랜트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산

수백억이 든다”며 “또 유가변동에서의 경쟁

화탄소를 활용해 플라스틱 개발 기술을 완

력과 또 다른 기술적 장벽이 있다보니 기업

료, 상업화를 검토 중에 있다. GS 칼텍스도

입장에서 기술이 있더라도 기술개발 지속 유

모든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바이오부탄올로 전

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환할 수 있는 1, 2세대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바이오부탄올은 바이오에탄올 대비 우수한 연

최정욱 LG화학 전무도 “파일럿, 데모단계로

료물성을 가진 바이오연료로 이미 400만톤의

넘어갈수록 투자비용과 경제성을 맞추는 것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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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석준 미래부 차관 03. 최정욱 LG화학 전무 04.

로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데 기대를 하

간담회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은 탄소자원화전략 필요

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05. 이규호 화학연 원장

각 기업에 요구하는 이산화탄소 단축기술에
대한 대책이 사실 없는 상황이다. 연구개발
여건이 좋아지도록 미래부와 산업부, 환경
부 등이 범부처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
고 피력했다.
이규호 화학연 원장도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학·
연이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부가 산·학·연
연계 촉매역할을 하고 화학연이 산·학·연
연계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이산화탄소배출 감
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뿐이다.
그간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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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산·학·연 협동 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지난 10월 2일 오전, 서강대학교 리찌과학관 교수연구실에서 ‘우리나라 핵심 미래 자원 개발’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진원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C1
gas refinery·이하 C1 사업단) 단장을 만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C1 가스 전환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9년 동안 1415억 원
을 투입할 것을 발표한 지 딱 열흘 째 되는 날이었다. 이 단장은 상기되거나 들뜬 구석 없이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차분한 어조로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사업단의 역할, 전략, 목표 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사업화 전략까지 막힘이 없었다. 주변에서 “3년이나 계획을 갈고 닦은 준비
된 단장”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단장은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석유에만

조금 다르다. 물론 인공광합성, 바이오리파

C1 사업단이 출범되자마자 탄소자원화

매달리고 있는 국내 화학산업이 불안해서 3

이너리,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분야

전략의 R&D 핵심축으로 투입됐다

년 전부터 가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프

기술 역시 파급력과 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유기성 폐기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활용

로젝트를 계획했다”며 “현재 석유 값이 떨어

이들의 연구개발 주요목표가 온실가스감축

졌다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엔 기

인데 반해, C1 사업단은 신산업 창출이다.

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탄소자원화 전략이 목표대로 산업과 환경

어 “C1 가스로 경제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는 C1 사업단

기술은 아직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기 때

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에 최초로 개발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

다행히 그는 ‘미국의 에너지 붐(American

하게 된다”며 “우리 사업단의 최우선 목표는

Energy Boom)’과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스

핵심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

템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기 쉽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지만, 농도가 낮

는 것이고 온실가스 저감은 부수적인 효과”

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사업단

으면 투자 대비 이득이 너무 적어 현재는 그

라고 피력했다.

운영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었다. 그에게

대로 버려지고 있다.

C1 사업단은 다른 3개의 연구주체와 더불어

연구단의 목표와 전략, 운영계획 등에 대한

탄소자원화는 고순도에서 저순도까지 모두

신(新)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는 정부의 ‘탄소

명쾌한 설명을 들어봤다.

자원으로 쓰자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 C1

머뭇거리면
영원히
선진국 못가죠

C1 가스 전환기술 개발 나선
이진원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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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출량은 적어도 온난화지수는 이산화
탄소의 20배다. 그렇지만 메탄가스는 에너
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료나 제품 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순물과
섞여 있을 때다. 순도가 높으면 제품을 만들

사업단은 모든 농도의 C1 가스를 전환하는

자원화 전략’의 R&D 핵심축이지만 성격이

선도기술
개발 투자

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나와 온실가스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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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을 개발해 메탄과 일산화탄소를
산업적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한다.

C1 가스 전환기술 개발의 어느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셰일

화학공학과 생물공학 전공한 ‘융합형 인재’…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금의 길로 이끌어

기반산업인 화학분야의
적자 규모가 1조를 넘어서며
가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메탄은 구조가 매우 단단해서 볼링공과 같

C1 가스 전환기술 개발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스에는 C1 가스인 메탄의 존재가 85~90%

이를 위해선 ‘미국의 에너지 붐’에 대한 이해

10~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메

가 필요하다. 최근 석유가격의 하락은 미국

탄가스로 경제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

의 셰일가스 혁명의 결과다. 미국의 지질학

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미

자들은 미국 영토 내에 방대한 양의 채굴되

국도 기술이 없다. 기술 개발에 최초로 성

지 않은 천연가스가 셰일바위(Shale Rock)

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 때문

방한 기술을 만들 수 있죠. 이미 자연에 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에 미국은 메탄가스 전환 기술을 개발하기

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채산성이 맞는 채굴 기술이

위해 에너지부(DOE)의 에너지고등연구계

이진원 단장은 학부와 석사는 국내에서 화

없어서 부족한 석유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획국(ARPA-E) 아래 REMOTE(Reducing

학공학으로, 박사는 미국에서 생물공학으로

서 사용했다. 그러나 텍사스의 석유 업자 조

Emission using Methanotrophic Organ-

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떠나며 굳이 전공을

지 미첼(George Mitchell)이 수 십 년 간 수

isms for Transportation Energy)프로그램

변경한 이유는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

백 달러 이상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해 수평

을 통해 2013년 가을부터 6,600만 달러 연

때문. 이 단장은 “학부 때 생물공학 관련 수

시추·수압파쇄법(Fracking)이라는 경제적

구비를 투자해 C1 전환 원천기술 개발을 추

업을 들으며 우리나라가 당장은 저렴하게,

인 채굴방법을 개발해냈다. 그 결과 미국의

진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

큰 부족함 없이 먹을거리가 공급되고 있지

석유 수입의존도는 2005년 60%에서 2012

가 이루어지다보니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까

년 42%로 낮아졌으며, 에너지가격이 내려

발표되는 것을 보면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

생각했다”며 “화학과 생물 공학을 함께 연구

가며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되살아났다.

다. 기술개발 직전의 단계에 온 것 같다. 우

하면 먹을거리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볼

특히 셰일가스는 미국 석유화학산업을 부흥

리 사업단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공 변경 탓

시키고 있다. 100억 달러의 적자를 내던 미

의 표본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추격형이

에 미국 유학 중 기초 생물학 서적을 찾아보

국의 리온델바젤사가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아니라 선도형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고 청강을 하는 등 남들보다 몇 배 더 시간

에탄을 원료로 활용해 1년 만에 29억 달러

선도적인 연구로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을 들여 힘들었지만, 후에 바이오매스와 바

의 흑자로 전환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발표했던 과학자들이 현재 우리 사업단에

95% 이상이 석유를 원료로 하는데 미국에

참여하고 있어 충분히 해볼 만 한 도전이다.

이고, 에탄이나 프로판, 부탄이 나머지

가격 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떨
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제품은 유럽만
큼 비싸다. 기반산업인 화학분야의 적자 규

년간 구조를 깨트리려 했는데 좀처럼 해결
방법이 안 보였죠. 그런데 생물 쪽으로 눈을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C1 가스 전환기술이 향후 사업화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가 컸다

돌리니 메탄을 상시 먹고 사는 생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메탄을 먹는지
원리를 파헤치며 구조도 밝혀졌고 그걸 모

이오에너지 등을 연구할 때는 그런 노력들
공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들 사

들여 공장을 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이 큰 힘이 됐다.

업단과의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 현재

계획은 실증을 위한 시험설비(Demo Plant)

그는 “바이오산업분야에서는 융복합기술이

석유화학업계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장정체에 빠졌는데

를 구축할 벤처를 설립해 투자를 받는 거다.

필수”라며 “연구의 모티브(motive)를 생물

석유화학 공정에서 핵심기술은 촉매다. 우리

여기서 핵심기술을 가지면 선진국으로 갈 수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투자 받는 것이 가능

에서 얻어 실제 화학공학 기술로 실현시킬

는 처음에 외국의 기술을 들여와 공장을 지었

있다.

할 것이다. 사업단이 여러 기술벤처와 중소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장은 “화학

업과 연계해 표준화된 공장 모델까지 개발하

반응에서는 순수한 물질이 필요하지만 생명

고 사업화를 위한 중간단계까지 인큐베이션

체는 0.01%밖에 안 되는 저순도 탄소를 먹

(incubation) 하는 역할을 한다면 말 그대로 우

고 유용한 화합물을 만들 만큼 효율적”이라

서 석유보다 저렴한 가스로 제품을 만들고,
중국에서 석탄을 가스화해서 제품을 만드니

습니다. 메탄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

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어

모가 1조를 넘어서며 가스를 기반으로 한 사

렵다. 조 단위를 투자한 공장에 문제가 생길

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여러 부분을 고려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 연구하고 기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사업화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할 때 C1 가스 전환기술이 향후 사업화 가능

획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한계를 느끼

C1 가스 전환기술은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해

리나라가 선도하는 신산업이 창출되는 것이다.

며 “생명의 원리에서 농도가 낮은 것까지 해

성과 경제적 효과가 컸다.

고 있기 때문에 C1 사업단의 프로젝트에 대해

도 바로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긴 힘들다.

석유화학 대기업 회장들이 제발 기술 좀 팔라

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아이디어를 착안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기업이라서 초기 단계에

기업체들이 검증 안 된 기술을 믿고 수천억을

고 찾아오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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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행사 ➊

한국화학연구원이 창립 39주년을 맞았다.

1

화학연은 9월 1일 대강당에서 창립 제39주

화학연 39주년
“화학산업 핵심거점으로”

현직 화학연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창립 제39주년 기념식, ‘인재관’ 준공식 동시 개최

년 기념식과 ‘인재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본
격적 행사에 앞서 이규호 원장을 비롯 전·
제39주년 기념 전임원장 간담회’도 마련됐
다. 정순용 부원장은 화학연의 변화와 발전,
중점 추진 사항, 주요 연구 성과 등을 발표
했다. 정 부원장의 발표가 끝나자, 전임 원
장들의 진심어린 고언들이 이어졌다.
채영복 전 원장은 “앞으로 2050년에는 현존
기업 중 70%가 사라진다고 예상한다. 그리

채영복·김충섭·이재도·김재현 전임 원장 등 참석, ‘인재관’ 곳곳 둘러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이철위 박사, ‘올해의 KRICT인상’ 고영관 박사 수상

고 ICT 관련 산업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
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학

02

연도 융합과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
조했다.
김충섭 전 원장은 “화학연을 떠난 지 10년째
다. 그동안 화학연의 연구 성과나 인지도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며 뿌듯함을 전했다. 또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는 국
가나 사회에 얼마큼 큰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하다. 화학연도 미래 산업을 위해 한 분
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집중적 투자가 필
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도 전 원장은 “지금까지 연구가 연구자
의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사회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과학이 연구
돼야 할 것”이라며 “10년 내에 사회에 어떤

화학연도
융합과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다”고 기대했다. 이어 창립 기념행사가 진
행됐다. 이규호 원장과 전임 원장들을 비롯,
임채우 감사, 이해방 동문회장, 정문구 안전
성평가연구소장, 임헌성 노동조합 지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올해의 KRICT인상 ▲화학연
연구대상 ▲채영복 우수논문상 등 단체·
개인 포상식이 함께 이뤄졌다. ‘국가과학기
술연구회 이사장상’은 이철위 박사가 수상했
다. 이 박사는 환경정화분야, 석유화학분야
에 사용되는 불균일계 촉매 제조 및 상용화

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의 KRICT인상’에는 신물질 제초제 ‘플로

김재현 전 원장은 “다음 40년을 어떻게 준비

세토설퓨론’과 ‘메타미포프’를 글로벌 사업화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와

하고 환경친화적 제초제 ‘테라도’를 기술이

국민에게 화학연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밝

전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영관 박사가 수상

혀, 국가의 필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의 영예를 안았다.

학·연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화학
연이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 융합 연구들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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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날지,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

이 중요하다”며 “현재 화학연이 다수의 산·
01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도해 나가길 바란

01. “선진 화학 전문기관으로 우뚝선다! 화학연
파이팅!” 화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수상자들과 함께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02. 이사장상을
수상한 이철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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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 연구대상’은 탄소자원전환연구센터
가 수상했다. 센터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메탄올 실증플랜트 시운전에 성공했으며,

화학연 39주년

포상자
명단
03

이철위

올해의 KRICT인상

고영관

채영복 우수논문상

이지선, 전남중, 최식원

연구대상

탄소자원전환연구센터(책임자 최원춘)

기술이전 우수단체상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책임자 고영관)

우수단체상

온실가스자원화연구센터(책임자 장태선), 박막재료연구센터
(책임자 정택모), 바이러스시험·연구센터(책임자 김미현),
한국화합물은행(책임자 이현규), 기술마케팅실(책임자 박인영),
정책연구팀(책임자 이영석), 건설시설팀(책임자 김진호)

04

화학산업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5

이사장상

06

출연연 최초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이어

조재영 시설안전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인재관’

지원하는 CCP 융합연구단(화학공정 융합

곳곳을 둘러봤다. ‘인재관’은 178실 규모의

연구단)을 유치했다.

기숙사와 휴게실, 식당, 체육시설, 다목적시

채영복 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화학연구원

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1층에는 화학연

장)이 화학연의 창의적 연구개발을 위해 마

연구원 자녀 60~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련한 기금으로 수여하는 ‘채영복 우수논문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어 관계자들의 시선을

상’을 비롯해 장기 근속표창 등의 시상식이

끌었다. 어린이집은 1층 야외놀이터와 연계

진행됐다.

된 구조로 구축됐다.

이규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학연이 국

이규호 원장은 “인재관 준공을 통해 연구자

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 화학산업을 선도하

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복지 환경과 인

는 First Mover로서,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프라를 확보, 화학연이 우리나라 화학산업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

발전에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

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 근속 포상

[장기근속 20년]
류호진, 류병환

03. 조재영 센터장의 안내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기념식에 이어 화학연 기숙사 생활관 ‘인재

관계자들의 모습 04. 연구자들의 주거 공간인 인재관이
시설. 복도는 파스텔톤 기둥으로 아늑함을, 곳곳에
배치된 앙증맞은 소품들은 귀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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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욱, 곽근재, 유영우, 임희경, 정하균, 정택모, 김태호, 박노균,
안진희. 조성윤, 공호열, 심재홍, 최윤미, 홍성빈, 고영주, 박진섭,
박효정, 박은숙, 심지은, 김재수, 유민재, 박소현

공로상

전종열, 김성보, 이종교, 김진구, 이상봉

동문회장상

김범태

우수연구생상

Budiman Anatta, 양운석, Suvarna, 이상준, 허나영

08

새로 준공돼 이날 개관식도 열렸다 05. 06. 어린이집

준공식을 마치고 화학연 주요 관계자들은

우수직원상
07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 준공식이 인재관 신축 부지에서 열렸다.

[장기근속 30년]
김철웅, 임희경, 서정권, 정윤호, 육신홍, 박병기, 소원욱, 강승규,
류재욱, 김진석, 송봉근, 변두진, 이종배, 김재수

07. 올해의 KRICT인상 고영관 박사 08. 동문회장상 김범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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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제39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연구원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연구원은 새로운 경영이념인 ‘인재경영’을 바탕으로 경
영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부처와 공동으로 정밀화학산업발전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였으

존경하는 화학(연) 가족 여러분!

며, 산·학·연·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화학융합포럼을

내년이면 우리 연구원이 4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

창립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아 미래 화학산업을 주도할 산·학·

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루어온 지난 과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연·관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립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과

화학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KRICT 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딤돌 플라자’ 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주에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원에서는 지난 40년의 성과와 역사를 정

는 6개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화학(연)내에 단체로 입주시키

리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성장 방향을 모색하여 미래비전을

는 “울산 정밀화학소재 연구마을” 입촌식도 성공적으로 개최하

제시하고자 4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여,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

은 우리나라와 화학(연)의 역사에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다. 또한 일과 가정, 삶의 균형을 찾고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최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근간산업

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기숙사 ‘인재관’을 준공

인 화학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래에도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 화학 산업을 선도하는 선진
화학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리 화학연구원이 창의와 도전 정신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

친애하는 연구원 가족 여러분!

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의 주체로 있어

로 우리연구원은 다양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 핵심 제조업으로 성장해온 화학산업이 최근 세

야 합니다.

출범한 ‘화학공정 융합연구단’이 출연(연) 최초로 국가과학기술

계경제 침체와 북미 대륙의 셰일가스 출현, 중국의 부상 등 여러

앞으로 화학연구원이 국가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연구회로부터 국가적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단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10년, 20년 후를 내다

지고 뜻과 힘을 모아 나갑시다.

앞으로 최대 6년간 서로 다른 소속 기관의 연구자들이 모여 에너

보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국가 화학산업을 선도하는 선

오늘 39주년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수상자 여러분과 연구원

지 및 화학원료 확보를 위한 대형 융합 플랜트 기술을 개발하여

진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할 것입니다.

을 위해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참석해

국가 화학산업의 새로운 Value Chain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해 연구원의 정체성과 자율성, 연구 몰입을 극대화할 수

주신 전임 원장님과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

한 우리 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고 효율의 하이브리드 페로브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주요사업 운영 혁신, 정부 및

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든 분들께 건강

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

민간수탁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구의 기획과 관리, 연구지원 체

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에 게재되는 등 과학기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를 연계 고도화하여 대내외 개방 및 소통도 확대해 나가고자

우리 연구원은 전 지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등 인

합니다.

류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선도하고 있습

화학(연)의 고유임무 수행을 통해 대학이나 기업이 수행하기 어

니다.

려운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화학(연)을 이끄는 대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화학 기초원료인 메

표사업인 ‘Flagship Project’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화학산

탄올을 만드는 실증 규모의 플랜트가 국내 최초로 준공되었으

업 발전의 핵심 거점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출연(연)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온실가스 저감 및 산

참석하신, 존경하는 채영복 장관님, 김충섭 원장님, 이재도 원장님,

이밖에도 항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기

업자원 자립도 향상,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자원화정책

김재현 원장님,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정문구 소장님과 내빈

술이전하였으며, 태양광을 이용해 화학물질을 만드는 혁신 기술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국가 차원의 탄소자원화 정책,

이 출연(연)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

전략, 연구개발의 집중 및 효율화의 Hub역할도 수행해나갈 계

드는 창의적 연구성과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획입니다. 또한 화학분야 협력·융합 연구와 국내 화학산업의

우리 연구원은 최근 7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기관평가 우수기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네트워

오늘 한국화학연구원 창립 제39주년 기념식을 빛내 주시기 위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수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을
받으신 이철위 박사님과 올해의 KRICT인상을 수상하신 고영관

감사합니다.

관에 선정되어 연구원의 저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크 및 협력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을 내다보며 남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3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2014년에

북한 협력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들은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1년동안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는 국무총리표창 기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탁월성, 실효성, 개방성이라는 연구원의 핵심전략을 실천하고 맡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는 화학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은 바 업무에 혼신의 열정을 다 할 때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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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행사 ➋

01. 신규 알루미늄계 흡착제의 기공구조 및 수분 흡탈착
실험 결과 02. 장종산 박사 연구팀

에 나선 것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

세계 최대 종합화학회사인 바스프(BASF)에

간다. 기존 제올라이트와 다른 특성을 갖는

서도 차량용 메탄 저장장치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나노세공체와 수분흡착제 개발에 관

흡착제 개발을 위해 신물질 개발을 모색하

심을 갖고, 물질 연구를 수행하던 중 프랑스

는 등 기업 차원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CNRS의 한 그룹에서 공동연구를 제안해 왔다.
가 달라 처음에는 협력 가능성이 낮았다. 그런

기존 흡착제 성능 한계, 저온재생 가능한
‘나노세공체’ 개발로 효율 향상

데, 수분에 강하면서 저온재생이 가능한 물질

“기존의 실리카겔과 제올라이트와 같은 흡

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일반

착제 연구는 정점에 닿았기 때문에 이를 뛰

적인 흡착제는 물에 취약해 끓는 물에 담그면

어넘는 흡착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구조가 쉽게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회

대중적으로 보급된 전기 에어콘은 프레온

피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가스, HFC 등 불소계 냉매를 사용해 작동되

런데, 역발상으로 수용액에서 직접 합성하는

고 있다. 이 냉매의 경우, 효율성은 우수하

방식으로 물질 개발에 성공하게 됐다. CNRS

지만,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최근에는 물, 알

그룹과 논문, 특허 출원 등 성과가 창출되자

콜, 부탄가스,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자연

CNRS 내 타 그룹, 유럽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

냉매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기 시작했고, EU 공동과제에 참여하면서 전

집중되고 있다.

문성도 한층 강화됐다. 해외에서는 신물질 개

친환경 냉난방기 시스템은 크게 흡수식 시스

발을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조금씩 심

템과 흡착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현재 상용

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독일, 미국, 일본,

화되고 있는 흡수식 제품의 경우, 소형화가 어

프랑스, 중국 등에서 관심이 많다.

려운데다 장기간 사용시 에너지 효율 감소,

논문연구에 집중하던 CNRS 그룹과 이해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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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흡착제 개발로
에너지·환경문제 해결
장종산 화학연 박사 연구팀, 냉·난방 시스템 적용 고효율·에너지 저감물질 개발
“원천기술 개발로 탄소배출권 시대 대비”

“석유·화학분야에서 촉매제를 비롯한 원천

발되면서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 도입의 실마

물질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세대 흡착제 개

리가 제시됐다.

과제 없이 연구 시작, EU와 공동과제 참
여할 정도로 기술력 인정

발에 주력함으로써 물질의 상용화를 이끌겠

장종산 박사 연구팀은 프랑스 CNRS 연구팀

“2004년 연구 시작 당시 정부 과제를 통한

습니다.”

등과 공동으로 알루미늄 이온과 유기산 화합

예산확보 없이, 여분의 시간과 인력으로 연

프레온가스, HFC 등 불소계 냉매를 사용하

물 원료를 결합한 나노세공소재를 개발하는

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물질 개발

는 현재 냉·난방 시스템은 오존층 파괴, 지

데 성공했다. 개발된 물질은 향후 미래형 친

연구는 이제 EU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참

구 온난화 문제의 주범으로 꼽혀 환경오염의

환경 냉난방 산업의 핵심 화학소재 개발을

여를 요청받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

주요 골칫거리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가운

통해 관련 산업발전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

었습니다.”

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흡착제가 개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장종산 박사 연구팀이 본격적으로 물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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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부식 등 관리차원의 어려움이 있어 흡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 일본과 같은 일

착식 시스템 개발에 더많은 관심이 모아지

부 국가에서는 판매도 개시했다. 친환경흡착

고 있다.

식 냉난방시스템은 점차 흡수식시장을 대체하

흡착식 시스템은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고, 제습기 등에도 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흡착제 물질에 따라 성능이 좌우된다. 이 물

장 박사는 “콤프레셔를 활용한 냉매 응축 방

질로는 실리카겔, 제올라이트 등의 소재가

식의 기존 제습기는 냉매 과정에서 소음이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흡착용량이 낮

발생하고, 영하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문

고, 탈착을 위해 15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

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못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그런 가운데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차세대 냉난방시스템, 제습기로서

나노세공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 원리는 여름철 바람만 불어도 빨래가 건
변이 시원해지는 흡열과 발열 원리를 시스

상용화에 성공한 신물질 개발 목표 “대량
생산화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 다할 것”

템에서 활용했다. 수분의 탈착이 85도 이하

“흡착제 물질수는 무려 2만개에 달합니다.

에서 가능하며, 태양열과 중저온 폐열을 이

그 중 대다수는 개인적 연구 차원에 그치면

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이다.

서 폐기됩니다. 구조가 밝혀진 제올라이트

미래 기대 시장도 크다. 탄소 배출문제가

소재가 200여개인데 이중 상업적으로 활용

이슈가 되면서 흡수식 설비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은 10%인 20종에 불과합니다.”

증대되고 있다. 미국의 DOE(에너지성)의

개발된 물질의 상용화를 위한 가장 큰 걸림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흡착제 성능

돌로는 높은 원료 가격이 꼽힌다. 알루미늄

조되는 원리, 물을 뿌리면 기화열에 의해 주

04

흡착제 물질수는 무려
2만개에 달합니다
그 중 대다수는
개인적 연구 차원에 그치면서
폐기됩니다
구조가 밝혀진 제올라이트
소재가 200여개인데
이중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10%인 20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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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종산 박사 04. 연구팀은 연구뿐만 아니라 수용처
확보 등 상용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온과 바이오매스를 합성한 화합물로 나노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공체를 만드는데, 바이오매스 원자재가

장 박사 연구팀이 현재까지 개발한 차세대

대량생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분자 합성

에너지 절약형 수분흡착제 물질은 총 3건.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네덜란

현재 개발된 나노세공체보다 더 좋은 성능

드, 중국 등에서 상용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의 물질 개발에도 성공해 특허출원을 준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응용처를 확보하는

중이다. 장 박사는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것도 앞으로의 과제중 하나다. 흡착제 연구에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단

대한 논문 건수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특허

독도 좋지만,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라도 신

건수는 부족하다.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나서

물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개척과 원료 절감이 요구된다.

장 박사는 앞으로 이 물질의 상용화를 위한

장 박사는 “기업들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기반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뿐만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들과 EU 과제를

아니라 수용처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등 기술 수준은 인정 받았습니다.

있다”면서 “지금은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부

앞으로, 이 물질들이 단지 물질에 국한되지

족해 대량생산이 어렵지만, 타산업에서 이

않고, 실용화되어 실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대량생산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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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이 대전에 있다는 걸 연수 준비 과

“우와~ 물고기도 약물 실험에 사용되는군

“책으로만 보던 첨단 장비가 눈앞에”

정 중에 처음 알았어요. 화학에 관련된 일만

요!” 특히 교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일

“우리 머리카락에 어떠한 원소가 들어있는

하는 줄 알았지, 동물 실험과 화장품 실험도

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브라피쉬였다.

지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시료를 분석하

하는 줄은 몰랐네요.”(과학교사)

쥐나 원숭이에 비해 제브라피쉬는 몸집이 작

는 데는 며칠이나 걸리나요?”(에너지 분산형

“사실 화학은 많은 연구가 복합돼 있는 분

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약물도 적다. 또 사

X-선 형광 분석장비 활용법 실습 중)

야예요. 그래서 화학연에서 근무하는 연구

람과 90% 비슷한 유전 형질을 갖는 점, 동물

연수 이틀째. 교사들은 또다시 어제의 흰

자들도 모두 화학 관련 전공자만 있지 않죠.

실험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점, 개체수 다량

가운을 걸쳤다. 최첨단 장비로 화학물질을

생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

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실

분석하는 화학분석센터로 향하기 위해서

여있어요.”(송진숙 화학연 신물질기반기술

험 동물로 각광받고 있다.

다. 이 곳에서 교사들은 핵자기 공명 분광기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0년 전 화학연은 제브라피쉬를 동물 실험에

(NMR), 단결정 X-선 회절 분석기, 주사 전

첨단 화학 체험에 대한 교사들의 열정은 한

최초로 도입했다. “신기해요. 제브라피쉬 심

자 현미경(SEM) 등을 직접 경험했다. 어김

낮 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다. 한국화학연구

장 뛰는 게 보여요.” 교사들은 태어난 지 3일

없이 호기심 충만한 교사들의 질문은 쏟아졌

원(원장 이규호)이 지난 7월 22일부터 이틀

된 새끼 제브라피쉬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했

고, 연구원들은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다.

간 전국 중·고등 화학 교사 20명을 대상으

다. 1mm도 안돼 보이는 제브라피쉬의 심장

박찬조 선임연구원이 “이런 거 학생들에게

3

로 개최한 ‘2015 케미드림스쿨 교원연수’가

박동이 목격됐다.

보여주면 아주 좋아한다”며 자신이 직접 만

화학연 찾은
과학교사들
“연구현장 아이들에
전하고파”
‘2015 케미드림스쿨 교원연수’ 이틀간 일정 마쳐
“학생들과 함께 하고싶어” 교사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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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마무리 됐다.

든 원소분석기 촉매를 선보였다. 교사들의

7회째를 맞은 이번 교육은 탄소자원전환연

눈이 반짝 빛났다.

구센터 임지선 박사의 ‘탄소소재의 이해’,

“저 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배명애 박사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개발’,
한운동 기술원의 ‘실험실 안전교육 특강’,
김종혁 박사의 ‘화학실험 분석장비 활용법’
을 주제로 한 ▲연구원 특강 ▲체험실습 ▲

신기해요!
제브라피쉬 심장 뛰는 게
보여요

연구현장 투어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말에 한 여교사가 손을 들었다. 한 치의 망설
임도 없이 박 선임연구원이 촉매를 흔쾌히
내어줬다. 깜짝 선물의 주인공은 숙명여자중
학교 이미지 교사. 올해 교사로 근무한 지 3
년차이다. 이틀간의 연수일정이 힘들지는 않
았냐는 질문에 “화학분석센터에 있는 대부

살아있는 체험 현장 “아이들에게 현장을
말해주고 싶어요”

분의 장비는 매우 고가의 것들이라 대학시절
에도 책으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교사들이 하얀 가운을 걸치고 일렬로 서 연

“이게 대체 무슨 현미경이지?” 교사들의 눈

실제로 보게 돼 신기하고 실감난다”고 답하

구원 실험실로 이동했다. 호기심 가득한 눈

은 휘둥그레졌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과학체

며 빙그레 웃었다.

동자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학연 신물질

험 현장이었다. 오랜만에 학생 신분으로 돌

올해 첫 부임한 양지중학교 고준 교사는

기반기술 연구센터.

아간 교사들은 임지선 박사의 지도로 탄소재

“화학분석센터에 있는 분석장비를 직접

교사들 눈앞에는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동

료를 이용한 리튬 이온 이차전지를 직접 조

볼 수 있었던 오늘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물들이 있었다. 안선주 선임연구원은 “사람

립하는 실습도 참여했다. 버려 없어지는 석

남는다”며 “현재 대학원을 준비 중이라 방학

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몸속에 투입된 약물

유찌꺼기를 재활용해 우리 삶에 유용한 이차

에도 짬짬이 전공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예측값

전지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었다. 실습을 마

책에서 잠시 벗어나 과학 현장을 직접 경험

을 얻기 위해 동물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친 황성희 교사는 “아이들에게 현장을 말해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그는 직접 쥐에게 약물을 투여하

고 싶지만, 나도 몰랐기 때문에 여건이 되지

고 혈액을 채취해 약물 농도 분석 실험을 선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을 직

보였다. 일순간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

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로 돌아가 아

억하고픈 교사들의 카메라 셔터가 ‘찰칵찰칵’

이들에게 과학 현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줄

바쁘게 눌렸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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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닻 올려

창의적 융합과학인재 육성
‘대덕·세종 한뜻’

울산 융합화학연구본부서 ‘울산 정밀화학소재 연구마을 입촌식’

10월 1일 화학연·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창의적 융합과학인재 육성지원’ 협약

화학산업이 국내 제조업 규모 1위와 세계 무

(대표 조양래), 피유란(대표 임호), 비앤케이

사업으로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기관내에

“이제 대덕과 세종은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

만남이 지속되면서 융합과학인재 육성 논의

이규호 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창의적

역 6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주력산업으로 주

(대표 정복), 엔에이치케미칼(대표 김정규), 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해 산연협력

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창의적 융합과학인재

의 활기를 띠었다.

융합과학인재를 길러내는 세종과학예술영

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기관이 화학분

프(대표 전창일), 이이알앤씨(대표 문동현·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를 육성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

협약서는 ▲시설 견학 지원 ▲특강 및 APL

재학교와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야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선

강우) 등 6개 기업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화

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애로기술 위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Advanced Lecture Program) ▲연구 지원 및

“학생들이 과학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

다.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규호)은 8월 25일

학연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의 단편적 지원으로 상용화 지원과 연구인력

대덕과 세종이 앞으로 창의적 융합과학인재

시설활용 지원 ▲인턴 과정 지원 등을 골자로

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화학연이 적극 지

울산 융합화학연구본부 그린정밀화학연구

입주기업은 1차년도에 업체당 1억원 내외의

양성효과가 미흡했다”면서 “연구원의 강점인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하고 있다.

원하겠다”고 말했다.

센터 세미나장에서 출연연 최초로 ‘울산 정

연구비를 지원받고 2차년도에는 기술개발 사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첨단 연구인프라와

화학연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교장 박두희)

인턴 과정 지원은 올해 겨울방학부터 본격적

박두희 교장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영

밀화학소재 연구마을 입촌식(이하 화학연구

업화를 위해 업체당 1억원 내외를 지원받게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전수해 출연연의

와 10월 1일 본원 행정동에서 ‘창의적 융합과

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세종과학예술영재학

재를 키우는 데에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

마을)’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

된다. 또 금형개발, 생산공정 개발은 물론 마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학인재 육성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교 학생 중 화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화학연과의

학산업은 지식과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중

케팅 등 경영 전반까지 지원받는다.

하겠다”고 말했다.

에는 이규호 화학연 원장, 박두희 영재학교

은 첨단 화학 연구 인프라를 갖춘 화학연에

협력은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소기업 형태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다. 이에

화학연은 이를 위해 맞춤형 전담 멘토 연구원

이규호 원장은 “한국화학연구원은 앞으로도

교장을 비롯, 고영주 화학연 대외협력본부

서 인턴십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따라 국내에서도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인

과 연구팀을 지정하고 ▲연구과제 기획 ▲공

화학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화학

장, 이창진 화학연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

그동안 화학연이 운영한 인턴십 과정은 많았

한편 참석자들은 화학연 홍보관을 찾아 한

력을 보유한 화학분야 중소기업이 연평균

동연구 및 연구인력 취업 연계 ▲기술이전과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히든 챔

규양 화학연 창의인재실장과 고병국 영재학

지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것은 이번

국 화학 기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한 1970년

11%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 ▲시험·연구장비 및 시제품 생

피언을 배출하는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교 행정실장, 이재구 영재학교 창의융합영재

이 처음이다. 대상이 청소년인만큼 젊은 선

대부터, 글로벌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한

울산은 화학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지식기반

산시설 활용 지원 ▲지식재산경영 자문 ▲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화학

부장, 하승현 영재학교 학생부장 등이 참석

임연구원급과 함께 인턴 과정이 진행될 예정

2010년때까지 그동안 화학연이 이뤄낸 성과

의 고급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기관이 부족했

구인력 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하게 된다.

연은 ‘KRICT 디딤돌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했다.

이다. 100% 이론식 학습을 지양하는 영재학

들과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던 상황이다. 또 영업이익이 정체되고 있어 연

또 3~5년 후 입주기업이 기술개발과 연구소

7개의 화학관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전

이번 협약은 이규호 원장이 우연히 세종과

교답게 화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화학

구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

운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본원에 입주시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강

학예술영재학교 입시설명회를 참석하면서

기술 장비들을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실습과

한 실정이다. 이번 화학마을 입촌식으로 위즈켐

연구마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박두희 교장과의 첫만남을 갖게 됐고, 이후

체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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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못들도록 익은 벼

이루어진다. 생식기에는 이삭이 생기고 꽃이

농부들은 가뭄 동안 목타게 비만 기다리며 바

핀 후 종자가 생긴다. 등숙기는 이삭이 패고

닥이 갈라진 논에 별별 수단으로 물을 대려 노

벼가 익는 기간이다. 벼의 총 생육일수를 160

력했지만, 결국 장마가 나서서 일거에 해갈하

일로 보면, 영양생장기는 약 90일, 생식생장

고야 말았다. 매해 반복되는 이 노릇에서 벗

기는 30여일, 여뭄때는 40일 정도이다.

어나도록 치수(治水)를 잘 할 수 없다는 말인

우리는 벼가 익어가는 것을 ‘이삭이 여문다’거나

가?! 첨단과학기술로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이삭이 익는다’라고 말한다. 실제 등숙기에는

있는 이 나라가 옛날부터 가장 중요시해온 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삭이 누렇게 변하면 왜

산치수에 있어서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는

꼿꼿하던 벼가 머리를 숙일까? 그 이유는 벼 알

느낌이다. 다행히도 기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툭툭 커지고 단단해지면서 이삭 전체의 무

논들이 가뭄의 고비를 넘어 풍요로움을 유지

게를 지탱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벼는 자

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이삭이 제법 패었고,

연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다. 벼가 익어

일찍 넨 논에서는 이미 누렇게 익은 이삭이 그

가는 단계는 흔히 다시 4단계로 나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➊ 밀크단계:낟알 속에서 생겨나는 녹말이 부

덕분에 올 추석에는 햅쌀밥을 조상께 올릴 수

드러운 상태로, 낟알이 우유와 유사한 백색 액

있을 것 같다.

체로 채워져 있다. 기후와 생장환경에 따라 밀

벼의 성장은 크게 영양생장기(營養期, vege-

크단계는 3~6일 정도 계속된다.

어느새 울긋불긋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더 춥기 전에 조상묘를 다녀오겠

tation phase), 생식생장기(生殖期, reproduc-

➋ 부드러운 반죽 단계:낟알속의 녹말이 단단해

다고 산과 들길을 나선 이들에게 독이 잔뜩 오른 벌들이 공포심을 일으킨다.

tive phase)와 등숙기(登熟期, 여뭄때, grain

지기 시작하나 아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도의 가을 이야기면 충분할까?

filling and ripening 또는 maturation phase)

➌ 단단한 반죽단계:이 단계에서 낟알 채우기

로 나뉘며, 각 기간은 또 여러 단계로 세분화

가 끝나고 수분이 줄어든다. 낟알 전체가 단단해

된다. 영양기에는 뿌리, 줄기, 잎 등이 자라고

지고 거의 수확단계에 이른다. 그렇지만 전체 곡

분얼(分蘖, tillering: 뿌리에 가까운 줄기 마

물의 수분 함량은 아직도 22퍼센트를 넘는다. 환

디에서 새끼가 갈라져 나와 새로운 가지가 생

경에 따라 이 단계는 2~5일이 필요하다.

기는 현상을 뜻한다.)을 해 벼의 양적 생장이

➍ 성숙단계:낟알 전체가 단단하고 추수가 가

자연이 연출하는
신비한 가을의 과학
글. 진정일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회장, 고려대 융합대학원 석좌교수)

편집자가 가을호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면 더욱
좋겠다는 지령(?)을 보내왔다. 우리는 흔히 가을을 결실 또는 추수의 계절이라
부른다. 추석이 끼어 있는 가을철은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더욱 짙게 느끼게
한다. 가을철에 관련해서 쓰고 싶은 내용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 중에서 무엇을
쓸지를 두고 한참이나 고민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을 섞어 써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벼가 익어가면서 논이 누렇게 변해가고, 짙은 녹색의 산과 들녘이

능한 단계. 이 단계에서 수분 함량은 20-22퍼
센트에 이르며, 27여일이 걸린다. 날씨가 선
선해지면 벼의 엽록소 생성이 감소함에 따라
푸르던 벼는 누런색으로 변하게 된다.
벼를 베는 시기는 이삭이 팬 후 대략 50~55일
경이다. 수확을 너무 일찍 하면 덜 여물어 푸른
빛을 띤 청미와 미숙립이 많고 싸라기가 많아
진다. 반대로 수확기를 늦추면 겨의 층이 두껍
게 되고 쌀에 금이 간 동할미가 많아지며, 빛깔
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쌀의 질도 떨어진다.
벼의 알이 여무는 등숙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8월 하순 9월 중순에 해당하며, 밤과 낮의 기
온차가 10℃ 정도는 되어야 벼 알이 알차게
여물게 된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탄소동화작
용을 통해 녹말과 기타 양분을 만들고, 밤에
는 빛이 없으므로 호흡을 위해 비축한 양분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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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한다. 특히 밤기온이 낮을수록 양분 소비

엽록소의 양이 크산토필이나 베타-카로틴보

하는 얘기가 맹독성 벌의 독침으로 생명까지 잃

를 줄일 수 있다. 예로부터 쌀로 유명한 경기

다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 눈이 노란색이나 오

었다는 사건이다. 벌침의 독성분이 그렇게 위험

도 이천 지역은 9월의 밤낮 기온차가 약 11℃

렌지색보다는 초록색을 더 잘 본다. 그 녹색에

하단 말인가? 무슨 성분이 그렇게 강한 독성을

이기 때문에 벼 경작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가려져 보이지 않다가, 가을에 접어들어 엽록

갖고 있다는 말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

수 있다.

소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색깔이 나뭇잎

르면, 꿀벌(일벌)의 침독에는 63종류의 다른 화

을 물들이기 시작한다. 물론 식물의 종류에 따

합물들이 들어 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성분

라 이들 색소의 상대적 함량에는 차이가 있다.

과 그들의 작용을 알아보자. 건조시킨 독성분

베타-카로틴은 홍당무, 옥수수, 계란노른자,

의 50~55퍼센트를 차지하는 펩티드로 멜리틴

바나나 등에도 들어있으며, 단풍나무와 은행

(melittin)이 있다. 이 펩티드는 세포막을 해체해

나무 잎에는 노랑 색소가 많이 들어있다.

결국 세포를 파괴한다. 독성분에 10~12퍼센트

그렇다면 빨강 색소인 안토시아닌류(antho-

정도 들어있는 포스포리페이스A(phospholipase

cyanin)는 잎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름

A) 효소는 포스포리피드(세포막)은 물론 적혈구

의 끝 무렵에 잎 세포내의 인산염이 줄기 쪽으

세포막을 파괴한다. 더불어 고통을 유발하는 화

계절의 변화가 빚어내는 색의 향연, 단풍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곧 설악산, 속
리산으로, 또 내장산으로 단풍관광 행렬이 넘
실거릴 때가 되어온다. 짙은 녹색은 서서히 힘
을 잃고 잎들은 울긋불긋 새 옷으로 단장하며
관광객을 맞이할 채비에 나선다. 그러니 단풍
을 빼고서 가을을 말할 수는 없으리라. 선선한
가을밤과 짧아진 가을빛은 푸른 나뭇잎에 무
슨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 잎의 녹색은 엽록

로 이동하면서 감소하면 당류의 분해반응에
변화가 생겨, 빨간색과 자주색을 띠는 안토시

학물질을 방출하도록 한다. 벌의 독소에는 히

01

아루로니데이스(hyaluronidase) 효소도 들어 있
는데 이 효소는 조직에 있는 단백질-다당류 복

체에 자리한 엽록소(잎파랑이, chlorophyll)라

합물을 분해해 독성분이 살 속으로 퍼지는 것을

는 색소에 기인한다. 엽록소는 태양빛을 이용

돕는다. 이들보다 저분자량 물질인 히스타민도

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수화물(당류)

벌의 독소에 들어 있다.

을 합성하는 과정, 즉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식

히스타민은 가려움과 통증을 준다. 벌독에 소량

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만든다. 엽록

으로 들어있는 MCD(master cell degranulating)

소는 이 영양분을 만들면서 분해되어 소비된

펩티드도 히스타민을 더욱 방출하게 해 염증

다. 이들은 산고(産苦)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

을 악화시킬 수 있다. MCD 펩티드는 아미노산

지는가?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식물은 엽록소

잔기 22개로 구성된 양이온성 펩티드로 이황

생산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건강한 녹색이 계

화 다리를 두 개 갖고 있다. 말벌류의 침독성분

속 유지된다. 그러다가 늦여름에 접어들어 낮

에 관해서는 연구가 덜 진행되었으나, 포스포리

시간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잎으로 물

페이스 A, 히아루로니데이스, 히스타민 등이 들

과 무기질 영양소를 나르는 잎맥이 점차 막히

어 있다. 특이한 점은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

면서 잎의 엽록소 양이 감소하게 된다. 엽록소

린(acetylcholine)이 들어 있어 통증 수용체를 자

가 분해되면 무색의 테트라피롤류가 된다. 그

극해 벌침과 독성분에 의한 통증을 더 강하게 한

렇다면 단풍의 노랑, 오렌지, 빨간색은 어디

아닌류 색소가 만들어진다. 일부 새들은 눈부

에서 올까?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뭇잎을 으

신 빨간색을 좋아해 빨갛게 물든 나무(예컨대

깬 후 엽록소를 추출해 녹색혼합물을 박막 크

옻나무)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퍼뜨려 식물의

로마토그래피로 올려보고 놀랐던 생각이 난다.

영토 확장을 돕기도 한다.

녹색띠 이외에 노란색, 오렌지색 띠가 함께 나

요즈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 함량의 증가

타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초·중등학교에서

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분필을 사용해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그 까닭
은 녹색 잎 안에 클로로필 이외에 노란색의 크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수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대기 중에 CO2양이 많아질수

산토필류(xanthophyll)와 오렌지색의 베타-

록 나뭇잎의 녹색 유지기간이 길어진다고 한

카로틴(β-carotene)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가을빛의 향연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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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녹색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잎들은 울긋불긋
새 옷으로 단장하며
관광객을 맞이할 채비에 나선다

01. 가을에 접어들어 엽록소의 양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색깔이 나뭇잎을 물들이기 시작한다.

감상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단풍

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가을을 대표하는 세 가지

의 계절 동안 나무들은 부지런히 월동을 준비

화학 이야기를 소개했다. 벼가 익어 이삭이 고개

한다. 내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를 숙이듯이 지식과 교양이 찬 사람은 고개를 숙
일 줄 알아야 하며, 단풍철이 지나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래를 위해 차질 없

벌의 독침

그러니 단풍을 빼고서
가을을 말할 수는 없으리라

는 준비를 해야 함을 터득한다. 또한 침독의 공격

추석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조상의 묘역을 단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회장
고려대 융합대학원 석좌교수
진정일 교수

을 통해 여왕벌을 보호하며 장렬하게 죽고야 마

정히 무미는 일에 열중한다. 벌초도 하고, 쓸

는 일벌의 침쏘기에서 불타는 충성심을 배운다.

려 내려간 흙도 메우고, 석물들도 살펴본다.

이래저래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로부터 한없이

매해 이 시기마다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

배움으로써 결실을 맺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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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➋

모든 것은 결합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성분들은 성질이 맞닿아 있는 한, 서로 결합
하고 얽히며 함께 뒤엉키는 모습을 지니고 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분자들의 결합을 최

세계의 시작은
작은 분자의 결합구조다

초로 증명한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Linus Carl
Pauling)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다.

라이너스 폴링

01

화학결합론 구축한 최초의 과학자
1954년 노벨화학상, 1962년 노벨평화상 모두 받아

Linus Pa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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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광 폴링, 화학공학자를 꿈꾸다

생활을 보냈다. 결국 1902년 그의 여동생 파

지도 몰랐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친구 집에

아버지 헤만 헨리 윌리엄 폴링과 어머니 루

울린이 태어난 후, 폴링의 부모님은 도시를

놀러갔다가 친구 방에 작은 화학 실험실이

시 이사벨 벨레 달링 사이에서 1876년 장남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삶은

있는 것을 보고 화학공학자가 되기로 결심하

으로 태어난 라이너스 폴링. 미주리 주 콘코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다.

기도 했다.

디아에서 독일계 이주 농민의 후손으로 태어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폴링

어린 아들의 결심을 들은 아버지는 독서 리

난 그는 현재 우리에게 화학공학자로 알려져

의 앎에 대한 욕구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

스트를 마련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꿈

있지만, 한 때는 그도 많은 일터를 떠돈 가난

었다. 대단한 독서광으로 불렸는데, 이미

을 지원해주고 싶어했다. 마침 폴링의 아버

한 학생인 시절이 있었다. 주조공장의 철물

7~8세부터 눈에 보이는 많은 책들을 거의

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수위로 일하던 제철공

상을 거쳐 제과점 도매상인 등 과학과는 거

집히는 대로 읽고 소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장에서 일했는데, 몰래 실험기구와 재료들을

리가 멀어보이는 일들로 어린시절부터 생계

질 정도다. 이러한 폴링의 재능은 아버지에

운반해 화학실험을 도와주곤 했다.

활동에 투입됐던 것이다.

의해 더욱 발굴된 셈이다. 아들의 명석함을

폴링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가 그리 부유한

일찍부터 알아본 아버지 헤르만이 아홉살인

가난한 화학공학생의 과학을 향한 꿈

집안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을 위해 지방신문 <더 오리가니안(The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홀로 많은 화학실험

그의 할머니는 교사, 농민, 측량사 등으로 일

Oregonian)>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제

을 진행한 폴링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평생 일을 해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할

아홉 살인 우리 아들이 어떤 책을 더 읽으면

이미 상당한 화학지식을 갖춘 상태였다. 실

머니는 일찍부터 고아가 됐기 때문에 직접

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제로 그를 접한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한 폴링

생계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책을 좋아하던 가난한 집의 아들 폴링. 비좁

의 지식에 놀라워 했는데, 이는 폴링으로 하

실제로 그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

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던 그가 작은

여금 더욱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동

님과 단칸방 생활을 보내며 매우 힘든 도시

것에 집중하는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기를 부여하곤 했다.

Linus Carl Pauling
1901. 2. 28 ~ 1994. 8. 19
라이너스 칼 폴링은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화학자이다. DNA의 구조를 밝혀내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이 자신이 쓴 《이중 나선》에서 라이너스 폴링을 “당시 생화학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
01.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1954 년 노벨상 축하 모임. 왼쪽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는 분자생물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962년에는 지표 핵실험을 반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

부터 라이너스 폴링, 피터 폴링, 린다 폴링

상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혼자서 노벨상을 두 번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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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결합의 본질 밝혀 노벨상을 수상하다

가를 보여주는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s오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그는 학생들에게 많

탈과 p오비탈로 나뉜다. 그러나 그는 원자간

그는 결국 ‘화학구조 결합의 성질에 관한 연

은 인기를 얻었고, 강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

결합을 설명할 때는 다른 종류의 오비탈 성

구’로 1954년 노벨화학상을 받을 수 있었다.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학교에 남아 공부와 일

질을 섞어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면 훨씬 설

일찍부터 분자의 정확한 미시적 구조가 물질

명이 편리하다고 이야기 했다.

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은 물론 복잡한 생리

두 번째 그의 업적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적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이온결합은 결

을 깨달았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다.

합을 이루면서 원자간 전자의 이동이 이뤄지

평생을 화학 연구에 몰두한 그는 어려운 경

는 결합을 말하고 공유결합은 결합을 이루면

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학업을 중단하

서 전자의 균일한 분배가 이뤄지는 것을 말

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전쟁과 핵무기를 반

한다. 폴링은 이 두 종류의 결합이 상극을 이

대하는 반핵운동을 펼치는 평화가이기도 했

루면서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원자

다. 저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No

간 결합의 성격은 이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

More War)>를 통해 과학이 전쟁의 도구가

을 병행한 그는 점차 새로운 이론과 공식에
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두 원자 사
이에 공유전자를 가진 화학결합이 생긴다는
이론에 매혹되면서, 이를 자신의 주 연구분
야로 삼기로 결심한다.
결심 이후 1920년대 말 폴링은 화학결합의
본질에 관한 논문을 내기 시작했고 1939년
이는 출판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
에게 읽혀졌다. 폴링은 그의 화학결합에 관

명석한 두뇌와 열정적인 노력을 함께 품었던
폴링. 물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보다
일을 해서 집안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돕
기 바랐지만, 폴링은 자신의 꿈을 접지 않았
다. 초등학교 시절 발견한 꿈을 안고 대학 진
학에까지 성공한 폴링은 그곳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학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었기에 아
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식료품

2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분자구조와 관련한

실제로 그를 접한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한 폴링의 지식에
놀라워 했는데,
이는 폴링으로 하여금
더욱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동기를 부여하곤 했다

이러한 행보를 이어간 그는 1963년 모스크

후 가장 영향력이 큰 화학책으로 불릴 정도

가장 독보적인 설명은 독일 화학자 케쿨레

바에서 이뤄진 ‘부분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

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전파됐다.

의 설명이었다. 케쿨레는 벤젠이 두 가지의

에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세계 평화의 선구

화학결합과 관련된 폴링의 업적은 크게 세

구조사이를 빠르게 왔다갔다 하면서 구조가

자로 불리며 1962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혼성오비탈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반면 폴링은

기도 했다. 정확한 화학가이자 반핵운동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오비

양자역학에 기초해 새로운 설명을 제시했

외친 세계평화의 선구자. 라이너스 폴링의

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다. 벤젠의 탄소-탄소간 결합은 이중결합

삶이 여전히 후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을 나타내거나 전자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과 단일결합의 중간쯤 되는 결합을 하고

이유다.

이 길로 파고들 것이라는 암묵적 결심을 하
게 됐다. 이는 양자화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창시된 배경이기도 하다.
1922년 오리건주 주립대학에서 화학공학 학

돈을 벌게 했다. 어머니는 어떤 뜻이 있었는

표했다. 대학에 이어 대학원에서도 명석함

지 알 수 없지만, 폴링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을 빛낸 그였지만 가난은 여전히 그의 발목
을 잡았다. 어머니는 집으로 내려와 1년 동

우고 작은 사진 가게를 운영했다. 워낙 눈썰

안 함께 일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폴링을

미가 좋은 학생이었던 만큼, 이것저것 기웃

괴롭게 했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정량화학을

거리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냈던 것이다.

가르치는 일자리를 받으면서 학교에 남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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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했다. 이전까지 벤젠의 구조에 대한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앞으로의 연구 역시

질과 무기질의 결정구조에 대한 논문을 발

02. 라이너스 폴링의 1954년 노벨화학상 수상 메달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 업적을 알게 되면서, 점차 여기에 흥미를

고, 어머니는 아들을 제조공장에 취직시켜

어렵게 고등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그는 마지막

마지막으로 그는 방향족 탄화수소의 구조

chemical bond>에 출판했는데, 이 책은 이

와 분자의 전자구조를 연구한 길버트 루이스

위를 받은 그는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 광물

02

되는 과정을 고발, 과학은 평화를 위해 공헌

연구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원자

잡화점에서 1주일에 8달러를 받으며 일을 했

남은 시간에 친구와 함께 사진 실험실을 세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 연구를 한 데 모아 <The Nature of the

도 벌고 공부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다산북스] ‘who?’ 시리즈 - 라이너스 폴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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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➌

생활 속
화학 이야기

여전히 우리에게 궁금한
아토피

세라마이드가 각질 세포를
단단히 붙들어 친수성과
친유성 층이 교차적으로
반복되도록 유도, 결국 피부 내부에
수분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토피와 건조함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세라마이드는 일명

하게 서 있을수록 매끄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피부병변 등의

‘건조 방위대’ 혹은 ‘수분 지킴이’ 등으로 불릴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증상을 가져오는 아토피(atopic dermatitis).

만큼 피부 수분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역으로 생각하면 노화 피부, 혹은 아토피 피

아토피는 염증성 피부염으로 분류된다. 주로

을 한다. 세라마이드가 각질 세포를 단단히

부염을 앓고 있는 경우 세라마이드 층이 이미

발생하는 부위는 팔과 다리 등, 관절이 접히

붙들어 친수성과 친유성 층이 교차적으로 반

붕괴됐다고 볼 수 있다. 각질층 내 세라마이

는 뒷부분으로,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

복되도록 유도, 결국 피부 내부에 수분 바리케

드 함량이 감소, 각질세포의 결합력이 약해지

에 초반에는 단순한 습진으로 오해하는 경우

이드를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면서 각질층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 있다. 하지만 아토피는 습진과 명확히 구

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에 많을수록 수분과 보

각질층 붕괴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

분될 필요가 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두 용

습이 충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은 의미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어는 ‘다름’의 문제라기보다 ‘범위’의 문제다.
습진이 일반적인 피부염을 일컫는다면, 아토

세라마이드, 각질층 장벽 98% 이상 회복

이것이 세라마이드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는

피 피부염은 습진 중에서도 만성 알레르기성

우리 피부에서 세라마이드가 어떤 역할을

게 중요한 이유다. 실제로 세라마이드를 피

습진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 구조

부에 도포하는 것 만으로도 표피의 수분 함량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은 왜 발생하는 것일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피부는 표피

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보조 제품

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

와 진피, 피하 지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가

에 단 1%만 함유 돼 있어도 24시간 이내에 손

진 바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피부건조증

장 외각에 각질층이 자리하고 있는데, 각질층은

상된 각질층 장벽을 98% 이상 회복할 수 있

과 습진 등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75~150㎛의 두께로 피부 내부의 수분 손실을

다는 보고가 있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어느 한 가지로 발병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방지할 뿐 아니라, 각종물질을 투과시키고 자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것이다. 여러 가지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

선 등의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일종의

함유된 보조제품을 꾸준히 바른다면 증상 완

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몸속 독소

피부의 장벽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 과잉’ 이라는데 합의를 보고 있다. 독소가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피부 각질층으로, 이

아토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

건조한 환경 및 오염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면

는 세라마이드가 존재하는 피부 층이기도 하

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조금의 관심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다. 사람의 피부 표면은 성숙된 각질생성세포

과 신경을 기울이면 기대 이상으로 증상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불리는 아토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아들에게만 발병한다고 여겨진 아토피는 현대에 와서 더욱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아토피의 최대 적인 건조함을 예방하는 게 일차

와 퇴화된 각질세포로 구성, 이들 세포는 각

완화할 수 있는 만큼, 보조 기능성 제품을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서 유아 뿐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부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아토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습관을

적으로 중요한 만큼, 시중에 판매되는 아토피 보

질층에 존재하는 세라마이드 이중사슬 구조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제품을 사용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토피 완화 보조제품의 원리와 성분에 대해 알아보자.

조제는 수분감을 유지해주는 세라마이드를

에 결합돼 있다. 즉, 세라마이드 구조가 탄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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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동향 ➊

고효율, 저비용의
LED 기술 개발

R&D 동향 ➋

단백질로 만든
최초의 MOF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연구팀은 기술을 더 널리 채택하는데 박

있지만 재료와 품질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하여 널리 상용화되는데

화학자들은 아연 이온 및 유기 소분자의 자가 조립으로 단백질 기반

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고효율, 저비용의 LED를 개발했다. 연구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LED 조명은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 미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 MOF)를 형성하는

팀은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조합하여 새로운 LED 기술을 개발했

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주거용 LED 조명은 일반 백열등보다 적어도

단백질을 설계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MOFs는 MOFs의 분리, 저

다. 용해되며 페인트처럼 적용될 수 있는 이 물질은 청색, 녹색, 적

75%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상세한 연구결과는 다음 논문에 수

장, 촉매 기능에 단백질의 생촉매, 전자 수송 및 분자인식 기능을 결

색 광을 내어 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록되어 있다.

합할 수 있다. 최근 학술적 및 산업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전통적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제품보다 제조과정이

“Single-Layer Light-Emitting Diodes Using Organometal Hal-

인 MOFs는 금속중심으로 연결되는 유기링커로 이루어져 있다. 캘

훨씬 간단하다는 것이다.

ide Perovskite/Poly(ethylene oxide) Composite Thin Films.”,

리포니아대의 Akif Tezcan 연구진은 재료를 단백질 중심으로 합성

대부분의 LED 재료는 목적하는 생성물과 효과를 내기 위해 네 다섯

Advanced Materials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더 다양한 MOFs를 만들게 되었다.

층의 재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연구팀은 LED 재료로 단지 하나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ma.201502490/

연구자들은 표면에 8개의 아연 이온을 수용할 수 있는 각각의 단백

의 층을 이용한다. 그의 연구는 상기 필수 물질을 조사하고 본질적

abstract

질 분자를 허용하는 금속결합부위를 갖는 인간 페리틴(ferritin)을

Seongson Park은 초기 단백질로 수정된 MOF를 제작했다. 그들은

설계했다. 설계된 단백질을 아연 및 benzenehydroxamic acid와 혼

새로운 MOF가 단백질 약물 전달, 새로운 유형의 생촉매 및 분자 전

합했을 때, 아연은 단백질에 결합했으며, benzenehydroxamic acid

자 장치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Huh은 다른 단백질들이

는 아연 이온을 페리틴에 킬레이트 하는 링커로 작용했다. 자가 결

페리틴만큼 손쉽게 결정성 단백질-MOFs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

합 과정 결과 각각의 아연이 결합된 페라틴은 8개의 이웃된 페라틴

지수라고 했다. 금속 결합 단백질은 대략 구형으로, 이는 덜 대칭의

과 결합하여 MOF 결정이 된다.

단백질보다 결정화가 쉽게 되게 한다.

새로운 타입의 MOF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이 작업은 "단백질 결정

가교결합 효소 결정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킨 옥스퍼드 바이오사이언

의 이상적인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한다고 Tezcan은 말

스 파트너 Manuel A. Navia는 페리틴 기반 MOF가 “아마 특별한 경

했다. 자가 조립 단백질 네트워크는 이전에 생성되었지만, 초기 구

우이고, 단백질-MOF 개념의 글로벌한 개발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조는 세 개가 아닌 두 개의 독립적인 성분과 결정 구조가 아닌 랜덤

것에 동의했다. 상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구조로 만들어졌다. 제 3 성분의 첨가로 다양한 재료를 디자인하고,

“A metal organic framefowk with spherical protein nodes:

결정은 비결정성 물질보다 더 균일하고 명확해진다. 화학자들은 아

rational chemical design of 3D protein crystals”

미노산과 짧은 단백질로 MOFs를 만들어 왔지만, 전에는 인체에서

http://pubs.acs.org/doi/abs/10.1021/jacs.5b07463?source=cen

으로 stretchable, active-matrix의 유기 LED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위한 processing platform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의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한 빠른 길이 될 수 있어
LED 기술 개발에 중요하다. LED 조명은 이미 매장에서 판매되고

출처 : Sciencedaily, 2015/08/27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8/150827215623.htm
화학정보센터

In/Ga
Perovskite/PEO
composite
ITO
Glass

페리틴 기반 MOF 결정 구조

철을 저장하는 페라틴과 같은 기능성 단백질은 이용한 적이 없다.
한국외국어대의 Seong Huh는 "이것은 기능성 단백질을 무기 매트

유기금속 할라이드 perovskite 및 PEO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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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에 고정하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Huh과 성신여대의

출처 : C&EN
http://cen.acs.org/articles/93/i35/First-Metal-Organic-Framework-Made.html
화학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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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참가, 미니 화학실험실 운영

제2회 화학연-국립암센터 공동 심포지움 개최

연구원은 일산 KINTEX에서 7.28(화) ~ 8.2(일), 6일간 개최된 ‘2015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에

연구원은 9월 15일(화) 대회의실에서 국립암센터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공동 심포지움

참가해 연구원 주요 성과 소개와 함께 미니 화학실험실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다.

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각 기관의 우수 연구성과 발표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미니 화학실험실에서는 손 세정제 만들기, 폴리우레탄폼 쉐이크/머핀 만들기, 생활 속

공동연구 현황과 향후 공동연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학 퀴즈 등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화학연은 인류
문명에 기여한 화학기술의 중요성과 연구원 성과를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매년 과학축전에 참가해왔으며, 견학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독일 LDC(Lead Discovery Center)와 MOU 체결, 신약개발 분야 국제 공동 연구 추진

KRICT 디딤돌사업 Membership기업 협약식 개최

연구원은 독일 신약개발 전문기업인 Lead Discovery Center(이하 LDC)와 신약개발 분야

연구원은 9월 23일(수) 대회의실에서 26개 중소·중견기업과 KRICT 디딤돌사업 Mem-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협력과제 도출을 위해 8월 18일(화)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업

bership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연구원은 앞으로 Membership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무협약으로 연구원은 LDC가 보유한 우수한 타겟을 양도받아 Lead Optimization을 통해

맞춤형 교육 등 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LDC와의 협력을 통해 독일 및 전 세계 신약개발 기관과
의 네트워크 확대 및 다수 신약개발 원천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연)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_주요사업 중장기 운영 혁신방안 등 논의

이집트 국립석유화학연구소(Egyptian Petroeum Research Institute, EPRI) 대표단 방문

연구원에서는 8월 19일(수) 연구원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수립 및 논의를 위한

이집트 국립석유화학연구소 대표단(Dr. Mohammed EI-Surkkary, Dr. Hassan Hefni)

화학(연)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원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여

이 10월 6일(화) 연구원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연구원 관련 연구자들과 석유화학 및 공업

주요사업 중장기 운영 혁신방안과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분야 연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벌였다.

2015 세계화학대회(IUPAC-2015) 참가_이규호 원장, IUPAC 의사결정기구(Bureau)의

이철위 박사, 탄소산업 혁신상 수상

새 위원으로 선출

C-산업육성센터 이철위 센터장이 10월 6일(화) 전라북도청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탄소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이 주관한 ‘2015 세계화학대회(IUPAC-2015)’가 8월 6일부터 14일

페스티벌에서 탄소산업 혁신상을 수상했다. 탄소산업 혁신상은 전라북도에서 한국의 탄소

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으며, 연구원은 이 행사에 참가해 최근 주요 연구성과를 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시·홍보했다. 대회는 제48회 IUPAC 총회와 제45회 IUPAC 학술대회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총회에서 이규호 화학연 원장이 IUPAC 의사결정기구(Bureau)의 새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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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한국화학연구원
청렴 뉴스

안기석 박사, ‘201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3/4분기 간추린 청렴 소식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안기석 박사의 ‘고품질 그래핀 복합소재 합성 및 응용 기술 개발’

➊ 청렴 교육 주간 운영

·제정규정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연구성과가 ‘201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안기석 박사는 그래핀과

9월 4째주를 청렴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개정규정 : 부패행위고발 및 신고지침

탄소나노튜브를 결합시켜서 공정을 단순화하면서도 투과도가 높은 고품질 그래핀을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전 직원 시청각

·시 행 일 : 2015. 9. 1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정전기력을 이용하여 그래핀 표면의

교육, 청렴 문자 메시지 발송, 행동강령

오염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래핀의 편평도를 높이고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➏ CS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체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CS(Customer

단축시켰다. 향후 그래핀 기반의 전극·센서 소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청렴 통화연결음 활용

Satisfaction)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7월 29일

전 직원 대상 공모전 선정결과

“화학으로 풍요롭게 청렴으로 깨끗하게, 우리 모두는 청렴한

[KRICT 디딤돌 기반구축사업 건물 명칭 공모]

연구원 생활로 행복과 자부심을 갖는 한국화학연구원을 만들어

구분
1등

건물명칭
디딤돌 플라자

소속
화학분석센터

성명
이채린

부상
상금 30만원

가작

KRICT-중소기업
테크노종합 지원센터

의약화학연구센터

윤창수

상금 10만원

4/4분기 청렴 활동 계획

갑니다♬~.”

➊ 사회공헌활동 추진
➌ ‘호칭사용 캠페인’ 추진

- 직원헌혈*, 화연 사랑나눔 연료뱅크** 등

연구원 구성원 간 동료의식 향상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칭 사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기숙사 건물 명칭 공모]
구분

건물명칭

1등

인재관

가작

누리관

소속
의약화학연구센터
총무복지팀
화학소재솔루션센터
화학분석센터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

성명
황종연
이인영
박소현
이선경
이규철

구분
보직자
박사 학위 취득자

부상

상금 40만원

상금 10만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비보직자

연구부서
행정부서

용역근로자 (연배가 높을 경우)

* 직원 사랑의 헌혈 활동(상/하반기 2회)
** 화연 사랑나눔 연료뱅크 : 유성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자원봉사

호칭
‘직위’+님
박사님
연구원님/000님
행정원님/000님
000님
선생님/여사님

➋ 2015년 윤리경영 추진계획 모니터링
미흡분야 완료를 위한 후속조치 등
➌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등

[실험실 안전표어 공모]
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

➍ 2015-2회 청렴 동아리 활동

표어
연구없이 미래없고 안전없이 행복없다
실험은 정확하게 점검은 꼼꼼하게
안전은 실천으로 연구는 열정으로

소속
화학안전연구ㆍ평가센터
시설안전관리센터
건설시설팀

성명
신수일
유정수
정종존

부상
상금 30만원
상금 20만원
상금 10만원

임직원 행동강령

지난 6월 1회 활동에 이어, 9월 23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동아리 회원과 함께 청렴 간담회 및
청렴 영화 관람 등 2015년 2회 청렴
동아리 활동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명칭 공모]
구분
1등

선정작
케미꿈나무

가작

KRICT 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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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보전산팀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
화학분석센터

성명
이호성
송희석
유현주

부상
상금 30만원
상금 15만원
상금 15만원

➎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운영지침 제정 등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를 위해 연구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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