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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화학전쟁 시대다. 선진국과 대기업들이 앞다퉈 첨단 화학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지원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첨단 화학산업 전쟁
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화학 인프라의 구축 여부에 따라 국가 미래가 좌우되는
가운데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인프라본부는 소재개발부터 신약개발, 화학안전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묵묵히 첨단화학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핫이슈에서는 화학
인프라본부의 6개 센터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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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뉴스레터 ‘KRICT Magazine’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KRICT Magazine’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4

46

Contents
핫이슈
➊ 첨단화학산업戰 물밑전쟁 우리 손에

연구성과 & 행사
04

‘화학인프라본부’
➋ 숫자로 보는 화학인프라본부
➌첨단 연구장비의 보고(寶庫), 화학인프라본부

➊ ‘유기태양전지’ 상용화 임박…
화학(연)·포스텍 함께 뛴다

10
12

➋ 화학(연), 포름산 제조

수줍음 많았던 청년, 대중의 호기심 긁어주다
‘서울대 화학과 김희준 명예교수’

16

22

28

R&D 동향

➏미래는 융합에…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위해 협력

30

➊ 나노섬유 금속유기구조체 필터를 이용한 초미세먼지 처리

➐ 인간과 닮은 물고기 제브라피시

32

➋나
 프탈렌, 장롱 속에서 배터리 속으로

‘치매·당뇨·비만’ 해결사로

24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공동 개발
➍ 미세먼지 근본 해결?
융합과학 묘수 찾아야

26

44

➌ 생명체 세포에 유입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엔진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원천기술 개발
➌ 화학(연)-KIST 유럽연

인터뷰

20

➎ 화학(연)-파이낸셜뉴스 ‘제8회 서울국제신약포럼’ 개최

➍ 버려지는 핸드폰 배터리로 집안을 밝히다

문화
➊ 지성과 모성의 겸비, 도로시 메리 크로풋 호지킨

34

➋진정일 교수 칼럼 ‘모기와의 과학 전쟁’

38

KRICT 뉴스

46

➌ 생활 속 화학 이야기

42

청렴 뉴스

49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깰까?

KRICT 통신

핫이슈 ➊

소재를 이루는 원소의
조성·구조 조합은 수 십 만개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소재 물성을 모두
실험적으로 합성하고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컴퓨터 스크리닝 방법을
이용하면 십 만개 이상의
소재 물성에 대한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01. 화학소재솔루션센터

첨단 화학전쟁 시대다. 미국 등 선진국과 국

첨단화학산업戰 물밑전쟁 우리 손에
‘화학인프라본부’
화학(연), 소재·신약·안전 분야 등 핵심 화학산업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최적 후보 물질 도출부터 계산과학 도입 통해 ‘R&D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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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요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첨단 화학산
업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지원 전담부서를 만

본부(본부장 이재흥)는 소재개발부터 신약개

화학시뮬레이션센터는 컴퓨터 스크리닝을

발, 실험안전까지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활용해 소재의 신규조성을 찾는 방법을 태양

묵묵히 첨단화학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지 소재나 형광체 소재 등에 적용해 왔다.

최근에는 초기의 설립 목적인 분석·평가를

형광체나 태양전지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밴

위한 지원이라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드갭, 캐리어 모빌리티 등이 필요한데 이러

계산과학 도입 등 정보체계 구축, 시뮬레이

한 지표를 계산과학 기반으로 컴퓨터 스크리

션 등을 통해 R&D 전단계에 참여하면서 효

닝해 후보군을 도출하고 신규소재를 개발했

율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

다. 향후 이러한 스크리닝 방법을 촉매분야
연구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 스크

첨단과학으로 ‘최적 소재’ 찾는다… 시뮬
레이션부터 공정개발까지

리닝에 의해 축적된 소재물성으로 소재 빅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재연구는 실험자의 직

러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

관에 의존했다. 일일이 연구자가 직접 작업

고 있는 단계다.

하다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PC 클

컴퓨터를 활용하는 계산과학은 소재물성의

러스터를 활용한 화학소재 시뮬레이션 장치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소재공정의 최적화 단

를 이용하면 단시간 내 계산을 통해 최적의

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

소재 도출이 가능하다.

정 최적화에 화학시뮬레이션센터와 밀접한

화학(연) 화학인프라본부 화학시뮬레이션센

연관을 맺고 있는 곳이 화학소재솔루션센터

터(센터장 장현주)는 컴퓨터를 활용한 소재

(센터장 이재흥)다.

물성 스크리닝, 소재물성 해석 등을 수행하

화학소재솔루션센터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머신러닝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해답을 주는

로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것이다. 기업에게 정보 제공에서부터 스케일

소재물성의 해석과 설계를 위해서는 가장 기

업(Scale up) 제조 단계까지 한 마디로 종합

본이 되는 원자, 전자 단위에서의 구성과 배

솔루션을 제공한다.

열을 양자화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

특히 기업들은 화학소재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은 양자화학

화학(연)의 인프라에 주목한다. 바로 화학소

계산을 통해 실험적 특성평가 없이 소재의 물

재정보은행이다. 기업인과 연구자들은 이곳

성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으로부터 소재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 50

이터를 만들 수 있어, 소재 빅데이터에 머신

활용한 소재물성의 스크리닝 및 설계가 소재

만건 이상을 제공받는다. 화학소재정보은행

들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

개발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 회원사는 850개이며, 1만 2000명의 회원

한 인프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재를 이루는 원소의 조성·구조 조합은 수

이 참여하고 있다. 실험실 수준의 연구지원

신약개발의 초기단계에 필요한 대량 화합물

십 만개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이러한 소

이 아니다.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공정

라이브러리 제공, 최적의 소재물질 도출 등

재 물성을 모두 실험적으로 합성하고 측정하

개발을 위해 파일럿 공장(Pilot Plant) 개념

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해

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컴퓨터 스크리

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안전사고 등 사회

닝 방법을 이용하면 십 만개 이상의 소재 물

코팅 테스트베드로서 최신 IT 기기에 주로

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성에 대한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컴

활용되는 다기능성 필름 소재를 주력으로 개

첨단 화학산업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퓨터 스크리닝을 통해 최적의 후보군을 찾아

발하고 있다. LCD와 OLED 디스플레이, 핸

있는 화학 인프라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강력

서 합성할 수 있으면, 소재물성을 예측·설

드폰 등은 여러 장의 필름 층으로 구성되어

하게 구축돼 있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좌

계해 합성하게 되어 소재개발 시간을 혁신적

있으며, 필름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

우되는 가운데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인프라

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은 기능성 입자들이 정밀하게 도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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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름이 롤투롤(roll-to-roll) 공정으

평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로 개발되면서 유연소재화, 초소수성화 등의

생활용품에서부터 가전, 자동차, 건축, 통신

기술적 진보를 이뤘고, 저가격을 실현하기

산업용 소재와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용으로

위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도 활용되는 화학소재로 만들어진 부품에 대

최근에는 플렉시블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

한 열화 수명 평가나 잠재된 고장원인 분석

는 은나노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인

을 수행하고 있다.

듐주석산화물(ITO)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최근 신뢰성평가센터는 옥외 태양광이나 실

ITO는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투명전도막으

내조명에 의한 화학소재의 내후성·내광성

로 터치 스크린에 널리 활용됐으나, 깨지기

을 평가하는 화학소재의 광열화 시험기술 연

쉽고 유연하지 않아 플렉시블 디바이스에 쓸

구에 힘을 쏟고 있다. 기후에 따른 영향을 크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합물은
1억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결하는 기본 기술이며, 정확성과 신속성이
필수다. 화학(연) 화학분석센터(센터장 김종
혁)에서는 여러 가지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하
여 물질의 구성 원소나 성분, 함량 및 구조 등

이들 화합물의 기본단위인 원자나
분자가 어떠한 특정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첨단 소재 및 화학 물질의 물성과
응용성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합성 원료에 포함된 불순물이 최종 의약
품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물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NMR, Mass, X-ray 등의 여
러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해 각 공정별 유·무
03

수 없다.

게 받는 옥외 사용 제품의 경시 변화에 대한

R&D 마지막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

수명예측 기술과 관련하여, 기후 모사에 의

최종 제품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생산 과

이 화학(연)의 신뢰성평가센터(센터장 변두

한 현실모사적 촉진내후성 시험기술을 개발

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할

진)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산업 제품과 밀착

하여 수출 제품의 해외 현지 환경에 따른 필

때에도 화학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

돼 있다. 화학소재를 평가하고 잠재된 고장

드 수명의 변화와 고장 발생 유무를 예측·

령,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데 검정

과 불량 원인을 분석한다.

평가하는 기술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소재 평가·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장비 지원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개발이 완료된 양산 제

02. 신뢰성평가센터 03. 화학분석센터 04. 지난 7월 18일

업무도 수행한다. 소재의 생로병사라고 할 수

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뢰성평가센터에 의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미래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 국가

있는 화학소재의 초기 물성과 열화 수명, 잠

뢰를 하며, 대기업은 개발 단계의 검증과 신

재 고장, 불량의 원인 등과 관련된 소재신뢰성

뢰성 테스트를 위해 찾아오고 있다.

기물질의 성분, 함량, 구조를 분석하게 된다.

이물질이 보인다고 하면 이물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규명하여 생산 공정 중 어느 과정에

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 화학(연) 이규호 원장 등이

서 생성이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참석한 가운데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센터 지정 현판 제막

수 있다.

식이 열렸다.

이렇게 화학소재의 성능 향상과 관련된 물
질·구조를 밝히는 것부터 기능성 화학물질
04

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화학분석은 연구
개발과 생산 공정에 꼭 필요한 ‘약방의 감초’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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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초기 개발 단계부

고자장의 NMR, 화합물의 3차원 절대 입체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터 의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형

조를 규명하는 X-ray Crystallograph와 같은

화학분석센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

프로젝트는 연구가 심화된 후에 문제가 발생

첨단 분석 장비와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분석 기술지원은 물론 화학(연) 연구부서·

할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NT 분야의 경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따른 맞춤형

스트가 필요하다.

우 아주 작은 물질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분석기술 지원,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있는 주사전자현미경(SEM), 투과전자현미경

를 위한 화학물질의 기기분석 교육훈련도

‘화학분석’은 과학기술 발전의 ‘Bottleneck’,
연구개발과 생산공정의 ‘감초’

(TEM), 원자현미경(AFM) 같은 첨단 표면분

실시하고 있다.

석 장비와 기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기술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

화학의 역사는 고대 연금술부터 오늘날 BT,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센터로 지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장

NT 등의 분야까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첨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합물은 1억 종 이

비 집적화, 서비스 수준, 지원체계 등을 종합

단화 되고 있으며, 이들의 발전에는 분석 기술

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화합물의 기본단

적으로 평가해 KIST 특성분석센터, ETRI ICT

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만큼 첨단 과

위인 원자나 분자가 어떠한 특정 구조로 구성

소재부품 LAB과 함께 시범적으로 우수시설로

학기술의 발전에 보틀넥(bottleneck) 역할을

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첨단 소재 및 화

정한 것이다. 앞으로 화학분석센터는 주·야

하고 있는 것이 화학분석이다.

학 물질의 물성과 응용성을 파악하는데 필수

간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 연구실로서 중소·

BT 분야의 경우 복잡한 화합물을 정성·정량

적인 요소이다. 또한 화학분석은 기초과학부

중견기업에 대한 R&D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

적으로 분석하는 높은 감도와 분해능이 뛰어난

터 모든 산업분야까지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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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거위 ‘신약개발’ 비밀?…
“무한가치 한국화합물은행이 해결사”

고효율 약효시험을 통한 다수의 유효물질

이현규 센터장은 “한국화합물은행은 신약개

확보, 최적화 연구를 통한 후보물질 발굴의

발과 바이오연구에 필요한 다양성, 약물성,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우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

독창성이 높은 고수준 신약소재 화합물을 지

리나라 제약기업들이 26건의 기술수출 계약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대량의 화합

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신약개발

을 체결했고, 수출 금액만 9조원이 넘었다.

물을 확보해 신약개발연구에 쓰고 있다. 또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지

복제약 중심으로 생산되던 우리나라 제약 산

한 국내 일부 제약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수

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에 신약 R&D 열풍이 불고 있다.

만 종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유효

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워낸 한미약품

물질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

의 신약개발 성공 쾌거가 다른 국내 제약업

학교나 공공연구기관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화학물질 위기 대응… ‘화학안전사고
사전 방지’

체들을 자극하는데 한몫했다. 국가경쟁력 강

소요되는 대량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

전 세계적으로 1000만종에 육박하는 화학물

화의 핵심 산업인 신약 R&D는 국내를 비롯

하기도 어렵고 제약사의 화합물 라이브러리

질. 화학(연) 내부만 하더라도 약 4만종의 화

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자원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학물질이 연구원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있다.

한국화합물은행은 정부로부터 화합물 성과

화학물질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타용도

특히 지난해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는 1200

물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

로 활용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

조 원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

으며,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관리가 필수다.

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0년에는 2500조 원

통하여 창출된 화합물은 모두 한국화합물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건에 이어 올

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

행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되어 있다.

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는 화학

하고 있다.

현재 한국화합물은행은 연구 성과물 기탁,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큰 사건

신약 R&D의 시작은 우수한 유효물질을 발

전문가 위탁합성 및 해외에서 구매한 특수

이었다.

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신약을 개발할 수

골격 화합물 등으로 구성된 약 43만 종의 신

그런 가운데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센터

있는 ‘실마리’(화합물)를 찾아내는 것이다.

약소재 화합물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

장 공기정)는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 통

국내 산·학·연 에서도 매년 생리활성물질

며 요청에 따라 산·학·연 연구기관에 무

한 화학물질 관리기법의 기술 선도와 화학

개발연구를 위하여 수만종의 화합물이 합성

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되고 있으나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대부분

한국화합물은행이 제공한 화합물의 약효시

특정 목적에 사용된 후 상당수가 폐기되거나

험에서 매년 수백종의 Hit 화합물이 도출되

기존에는 원내 안전 관리팀이 배치돼 연구

방치되어 왔다.

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수의

실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 안전수칙 준수 여

화학(연) 한국화합물은행(센터장 이현규)은

신약후보물질 개발연구가 파생되고 있다.

입력되어 약효검색결과 정보 데이터베이스

그는 “한국화합물은행에서 지원받은 화합물

국내 여러 연구실에 방치되거나 소규모로 분

한국화합물은행의 보유 화합물은 품질관리

와 연동해 관리되고 있다.

을 이용해 기존 물질의 문제를 극복했고 현

산되어 있는 화합물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를 위해 순수한 형태의 원시료는 저온 저장

한국화합물은행은 매년 120건 이상의 국내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고(-5℃)에 보관하고 있다. 원시료 일부는

산·학·연 약효검색 프로젝트에 40만개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화합물을 범국가적으로

다이메틸설폭사이드(DMSO)에 녹여 2D바

상의 화합물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 신규작

공동 활용해 국내 신약개발·바이오연구를

코드가 부착된 마스터튜브(-20℃)에 보관한

용점 약효검색 활용 지원건수는 680건을 넘

지원하는 것이다.

다. 바코드만 찍으면 해당 화합물의 정보를

었으며 누적 제공 화합물 수는 600만개에

하나의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유효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른다.

질 발굴, 약물성 평가, 안전성 연구, 동물활

모든 마스터튜브 화합물은 공기 중 산소에

최근에 한국화합물은행을 이용한 한양대 분

집단에서 대규모 연구 집단까지 광대한 화합

성평가, 임상시험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평

의한 산화방지를 위해 건조 질소로 충전돼

자생명학과 양철수 교수는 “그동안 염증치

물 라이브러리를 구입하기 어려운 집단에게

균 10~15년의 기간과 수조 원의 연구비가

보관된다. 수집된 화합물은 분자량·순도

료 물질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무상 제공한다”며 “연구 집단이 요구하는 화

소요된다.

확인 등의 품질검증을 거친 후 저온 저장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합물은 동물실험

합물의 1차·2차·3차선별을 통해 신약 개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개발전략은 속전속

에 보관되고, 화합물 구조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물질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 생

발에 가장 가능성 있는 화합물을 제공하고

결이다. 이를 위해 대량의 화합물 확보, 고속·

정보는 한국화합물은행 종합정보시스템에

물학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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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뮬레이션을 통한 사고 방지, 화학안
05

전 매뉴얼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화합물은행은 신약개발과
바이오연구에 필요한
다양성, 약물성, 독창성이 높은
고수준 신약소재 화합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재는 염증치료 물질의 특허를 비롯해 각종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한국화합
물은행 이용 소감을 밝혔다.
신약 개발을 위해 한국화합물은행의 지원을
받았던 서울대 약학대 종합약학연구소 이상
재 박사는 “한국화합물은행은 소규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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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만 다뤘지만 현재는 화학사고 매뉴얼 정
비와 제호흡기 등의 필터 개발 등에 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초소형센서시스템 개발 등 연구와 산업계의
안전 중계에도 나서고 있다.
화학(연) 내부에서는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외부 보급을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부 사용자에게 보
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4만종에 달하
는 화학안전물질 DB를 만들어 위험요소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05. 한국화합물은행

핫이슈 ➋

한국화합물은행

숫자로 보는
화학인프라본부

43 만종
한국화합물은행은 신약개발연구의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
43만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은 국내의 다양한 연구개발과정에서
도출된 고유 화합물이고, 나머지 2/3는 해외에서 구매한 특수골격
화합물로 구성돼있다. 보통 1만개 화합물에서 가까스로 1개 신약이
나올 만큼 신약개발은 극악의 확률이다. 그만큼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신뢰성평가센터

화학분석센터

20,000 건

40,000 건

신뢰성평가센터의 보유 장비를 활용한 원내외 장비

화학분석센터는 화학산업 분야의 생산 활동과 화학(연)의

지원 실적은 연간 2만 건을 넘고 있다. 보유 장비의

연구개발 사업수행에 필수 기반인 화학분석에 관한 신속

한국화합물은행은 지난 15년 동안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누적 600만

단순한 공동 활용을 넘어서 문제해결형 R&D 서비스인

하고 정확한 기술지원을 연평균 4만여 건 수행하고 있다.

개의 화합물을 제공했다. 그 결과 매년 다수의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고장분석과 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연간 30 건 수준으로

300 명

증가 추세에 있다.

화합물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600 만개
기술이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및 화학(연)의 연구원, 학생연구원들에게
화학분석에 관한 기초 이론 강의 및 실습 교육을 연평균

화학소재솔루션센터

3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570,000 건
화학소재솔루션센터 화학소재 물성 DB(화학소재정보은행)에서
제공하는 물성 정보는 57만 건에 달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용
소재 물성정보 41만 건, 배합소재 물성정보 9만 건, R&D 보고서
물성정보 3만 건, 자체 측정 물성정보 4만 건이다.

화학시뮬레이션센터

850 개사
화학소재솔루션센터에서 구축 확보한 기업회원 수

2.06 TFlops

12,000 명
화학소재솔루션센터 화학소재 물성 DB(화학소재정보은행)를 활용
하기 위해 가입한 개인회원 수

화학시뮬레이션센터는 컴퓨터 계산과학을 통해 실험적 특성평가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

16 만개

없이 소재의 물성을 예측·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대용량 계산을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는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화학(연) 전체 16만개

수행하기 위해서 화학시뮬레이션센터는 2.06TFlops 정도의 연산

시약병에 대한 DB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시약 46,000종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능력을 가진 소형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TFlops(테라플롭스)는

MSDS는 99% 확보했다. 이를 월 500명이 이용하고 새로운 종류의 시약은 월 190건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다. 1TFlops는 1초당

가량 등록되고 있다. 또한 실험실 사용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고도화, 법적 규제

1조 번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뜻한다.

대응, 실험실 안전도 향상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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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➌

첨단 연구장비의 보고(寶庫)
화학인프라본부

화학소재솔루션센터
코팅공정장비는 IT제품의 디스플레이 개발에 없어서 안 된다.
화학소재솔루션센터는 1천㎡의 클린룸에 100억원을 투자해
습식코터(Pilot Roll to Roll Wet Coater), 물리증착코터(R2R
Sputter), 화학증착코터(R2R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구축했다. 이를 기업들이 연간 150회 이상 활용하고 있다. 코팅
장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롤투롤(roll to roll)은 신문을 인쇄하
듯 필름 위에 코팅물질을 도포하는 기술이다.
습식코터는 플라스틱 필름 위에 액체상태의 코팅물질을 나노미
터 두께로 정밀하게 연속적으로 코팅할 수 있는 장비다. 3가지
유형의 코팅헤드가 탑재돼있어 여러 방식의 코팅을 구현할 수
있다. 또 자외선을 이용해 액체 상태의 코팅 물질을 딱딱하게
굳히는 UV경화장치, 얇은 레이어를 덧씌워 필름표면을 보호하
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라미네이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각
종 디스플레이 필름, 건축·차량용 열차단 필름, 스마트폰용 전
화학소재솔루션센터

극필름 제작에 활용된다.

습식코터(위)

물리증착코터는 플라스틱이나 금속필름 같이 유연한 기판 위에

물리증착코터(아래)

나노미터 두께의 금속산화물, 투명전극과 같은 전도성물질을
연속적으로 도포하는 장비다. 반면 화학증착코터는 플라즈마가
형성된 조건에서 가스를 분사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코팅하는
장비다. 보통 수분 방지기능을 갖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유
리 대체제로 쓰이는 하이배리어필름, 인캡슐레이션 제작에 활

신뢰성평가센터
주사전자현미경

신뢰성평가센터

용된다.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은 초미세 공정개발에 필수적인 이미징 장비다. TEM은 전자빔이 시료표면을 투과해
내부구조를 분석하는 장비다. 전자빔이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시료를 투과해 전체적인 시료의
형상과 성분, 입자의 결정구조와 분포도 등의 데이터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제공한다. 전자빔이
투과한 부분은 하얗게, 투과하지 못한 부분은 검게 나타낸다. 보통 나노소재와 나노촉매 등의 특
성을 제어하는 융·복합 연구에 활용된다. SEM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표면을 최대 50만
배 확대, 고해상도 영상으로 제공한다.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과 달리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 조사해 데이터를 흑백사진 같은 영상으로 제공한다. 전자빔 조사로 인해 원소에서 방출
되는 이차전자(SE:Second Electron)를 검출해 시료표면을 분석하는 원리다. 일반적으로 복합재
료의 파단면, 파우더 형상 등의 재료표면 관찰과 고장분석에 활용된다. 신뢰성평가센터는 독일

신뢰성평가센터

칼 짜이즈의 SIGMA HD SEM을 보유하고 있다. 신뢰성평가센터의 SIGMA HD에는 기존 SEM

투과전자현미경

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분석이 가능한 특수 기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장비에 부착된 플랫
쿼드(Flat QUAD) EDS 검출기는 일반 EDS 검출기에서 수행이 어려운 낮은 가속전압에서 경량
원소의 나노입자와 구조를 빠르게 맵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STEM 검출기

화학소재솔루션센터

는 투과전자현미경(TEM)에서 볼 수 없는 넓은 면적의 투과전자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

화학증착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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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센터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

생명현상의 메커니즘 규명과 신약개발을 위해서 단백질의 3차원

화학사고 대응에서 골든타임은 중요하다. 사고발생 후 최초 30분 이내 사고를 수습해야

구조 파악은 필수적이다. 이 같은 단백질이나 생체고분자는 700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장에서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휴

㎒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대용 장비가 필요한 이유다. 화학 사고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질이 휘발성 유기물질

단백질을 이루는 수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의 핵에 강한 자기장

이다. 휴대용 GC-MS는 휘발성 유기물질의 농도를 현장에서 빠르고 손쉽게 측정할 수

을 걸어 공명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있는 장비다. 사고현장의 위해성 평가, 환경오염도 조사, 화학사고방제제 성능 현장평가

화학분석센터는 700㎒, 500㎒, 400㎒ 등의 NMR을 보유하고 있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는 퍼킨엘머의 TORION T-9 GC-MS

다. NMR 앞에 붙는 숫자는 자기장의 크기를 말한다. 자기장이

를 보유하고 있다. GC-MS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정성·정량 분석뿐만 아니라 미량

클수록 분해능이 높다. 즉 700㎒ NMR이 가장 정확하고 세밀한

유출 화합물 분석, 환경분석, 화약분석 등에 쓰인다.

신호를 구현할 수 있다. 700만 픽셀 사진이 500만 픽셀보다 선명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

한 것과 같은 원리다. NMR에서 나온 신호에는 원자의 종류와 원

휴대용 GC-MS

자 간 거리, 결합각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NMR
은 무·유기 화합물의 분자구조 분석, 미지 화합물의 정성·정량
분석, 반응속도 측정, 분자의 운동성 연구에 활용된다.
단결정 X-선 회절 분석기(SC-XRD)는 단결정 물질에 X-선을
조사하면 발생하는 X-선 회절패턴을 통해 유·무기 화합물의
입체적인 분자구조, 결정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장비다. 물질
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위치, 온도인자, 원자 간 거리, 결합
각과 비틀림각, 분자 간의 결합력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화학분석센터

화학분석센터 700MHz NMR

SC-XRD

한국화합물은행

화학시뮬레이션센터

신약개발연구의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고품질을

최근 계산과학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화합물은행은 대량화합

이 소재개발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물의 안전관리 및 품질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화합물은

있다. 화학시뮬레이션센터는 대용량 계산을

행이 보유하고 있는 Brooks사의 SampleStore-II는 저온에서 대량의 화합물을 안전

수행하기 위한 소형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 있

하게 보관하고, 고속으로 자동 선별하는 장비이다. 본 장비는 영하 20℃에서 54만

는 PC 클러스터 장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종의 화합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시간당 1,200개의 화합물을 자동선별 할 수 있다.

주요장비인 우라노스(Uranus)의 경우, Intel

내장된 로봇 팔이 화합물 보관튜브 바닥에 부착된 2D-바코드를 읽어 빠르게 화합

Xeon CPU E5-2630 기반으로 712 코어로

물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한국화합물은행은 2016년에 100만종의 화합물을 저온

이뤄져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리 및 자동선별 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동화 장비

있다.

덕분에 요청 화합물을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화합물은행

화학시뮬레이션센터

화합물관리 및 선별 자동화 장비(Brooks SampleStore-II)

소형슈퍼컴 우라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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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줍음 많았던
청년
대중의 호기심
긁어주다
과학 대중강연·글쓰기 30여년,
김희준 서울대 명예교수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
재밌게 전달하고 싶어”

김희준 교수는 미국 유학 후 귀국해 대학교

유년 시절 과학을 좋아했던 김희준 교수는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직접 써보겠다고 제

수로, 과학대중강연자로, 과학책을 집필하

서울대 문리대학 수석입학, 서울대 화학과

안한 게 인연이 됐죠.”

는 저자로 우리에게 과학을 들려줬다. 그런

졸업 후 1970년대 미국유학을 떠났다. 미국

사실 그가 책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해야겠

그가 최근 ‘K-무크’에서 우주와 생명을 주제

에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화학여행

다고 결심한 것은 지인의 부탁으로 프레이밍

로 한 동영상 강좌에 도전했다.

(1996년)’이란 책을 냈는데, 미국에서 집필

햄(Framingham) 대학교에서 진행된 평생

지난해 10월 개설된 K-무크는 서울대,

해 한국에서 출판하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

교육강의를 맡게 되면서다. 이 강의는 저녁시

KAIST, 포항공대 등 국내 10개 대학의 20개

그 책은 현재 절판됐지만, 출간 당시 화학책

간에 진행되는 강의로 동네 아주머니부터 학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

으로는 드물게 10쇄를 돌파하는 등 독자들의

생,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수강자였다.

인 공개강좌 서비스다.

큰 사랑을 받았다.

강연을 하다 보니 더 재밌고 대중들이 이해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

“출판사 김영사에서 재밌는 과학시리즈를

하기 쉬운 강연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양한 방법으로 과학을 폭넓게 접할 수 있기

출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부터 쉽고 재밌

를 바란다”는 김희준 교수. 대학 강단에서

학, 물리, 생물, 유전자 등 시리즈가 있었는

는 대중강연 훈련을 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은퇴한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

데 그 중 화학이 빠져있더군요. 출판사에

김 교수는 헬륨을 독불장군이라 표현하고,

쁘게 지내고 있는 김 교수를 만났다.

연락해 화학 관련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현상을 결혼과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 재밌게
전달하는 것이 노하우”
“과학, 그리고 화학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는 특별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앞마당에 심어놓은 꽃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
했어요. 꽃향기를 맡으며 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이 어떻게 꽃이 되고 향기를 뿜어내는
지 궁금했고 이 모든 것이 화학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을 폭넓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유학시절 공부밖에 몰랐던 수줍은 청년에게 ‘대중강연’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화학을 주제로 한 첫 강연을 준비하면서 긴장도 됐지만 동네 주민
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일은 생각 외로 즐거웠다. “더 재밌게 해보자. 딱딱하지 않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던 어린 시절,
그 해답을 과학에서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강연을 준비한 청년이 강단에 선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부터
우주의 탄생까지 누구나 가질 법한 호기심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싶은 사람. 김희준 서울대 명예교수/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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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등에 비유한다. 지금이야 오랜

했고, 당시 함께했던 연사들의 강연은 책으

동영상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만해도 학생들

강의로 노하우가 쌓였지만 당시만 해도 꽤

로 발간되기도 했다.

이 영상을 제대로 예습해올지 반신반의했으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전에 영상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

“기회가 된다면 글 계속 쓰고 싶어”

을 예습하고 있다.

다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고민

“이전에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

최근 K-무크는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

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청중이 재

해 궁금한 점을 묻거나 토론하는 것이 어려

공과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 프

밌게 느끼는 것’이다. 어떻게 전달해야 청중

웠습니다. 좋은 예습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

로그램 에덱스(edX)와 협력해 국내 영상을

이 흥미롭게 받아들일까를 제일 먼저 생각했

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동영상강의는

해외용으로 제작해 사용하기로 했다.

다”고 말했다.

많은 장점을 갖습니다.”

그는 “준비를 잘 해서 외국에서도 잘 활용될

미국에서의 평생교육강의가 익숙해질 즈음

지난해 김희준 교수는 K-무크가 진행하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많은 학생들도 다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 강좌영상을 촬영했

앞으로 김희준 교수는 꾸준히 과학대중강연

양한 형식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다. 학생들이 동영상 강연으로 미리 예습을

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해오면 김 교수는 강의에서 궁금한 부분을

통하고 기회가 되면 글도 써나갈 계획이다.

중 김 교수에게 한국에서의 교수생활 제의가

묻거나 토론하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강의를

그는 “철학적 질문과 과학적 대답이라는 책을

들어왔고 약 20여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진행한다.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누구

화학이 인류문명에 이바지한
고마운 존재이지만
환경문제, 건강을 위한
좋은 의약품 개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다

귀국했다.

귀국 후 대중강연, 책 발간 등 꾸준함
유지… ‘서울대 우수강연 선정’ CD 제작
1997년 초 한국에 귀국한 그는 수업할 교재

미국에서의 평생교육강의가 익숙해질 즈음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의 많은 학생들도 다양한 형식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를 집필하거나 대중 과학도서 발간, 화학 관
련 번역을 꾸준히 하며 대중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근까지 김 교수는 ‘철학적 질문 과
학적 대답’, ‘빅뱅 우주론의 세 기둥’, ‘기원’

그러던 중 김 교수에게 한국에서의
교수생활 제의가 들어왔고
약 20여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인지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있다. 이 책과 연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고, 이 업적으로

등을 발간했다.

결해 과학적 대답과 종교적 질문이라는 책을

1918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꾸준하게 진행했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준 교수는 “인류 26억 명을 구했다는 하

다. 한국에서 그의 강연이 입소문을 타기 시

버법도, 물을 소독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

작한 것은 그의 강의가 2002년 서울대가 처
음으로 선정한 우수강의로 뽑히면서다. 우수
강의는 CD 1,000장으로 제작돼 ‘서울대 강의

화학(연) 40주년, “사회 기여와 화학 발

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모두 화학”이라며 “화

전에 기여해주길”

학이 과학적 업적을 통해 인류 삶을 개선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화학이지만 앞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대 교수와 강사, 대학

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올해 40주

원생, 연구원생들에게 배포됐다.

년을 맞은 화학(연)이 사회에 더 기여하는 역

그러나 소문을 들은 다른 전공 교수나 고교

주고 풍요롭게 해준 면이 많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역할에 한국화학연구원의 역할
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교사, 사내교육 담당자 등에게 CD 구입문의

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가 밀려들었다. 김 교수의 명강의를 직접 듣

인류역사에 가장 혁명적인 발명을 만들어낸

마운 존재이지만 환경문제, 건강을 위한 좋

고 싶다는 러브콜이 쏟아졌다. 청소년을 대

분야 중 하나가 화학이다. 그 중 1908년 독

은 의약품 개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상으로 한 강연이나 방송사에 하는 특강에

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발명한 하버법

들이 더 많다”며 “올해 40주년을 맞은 화학

출연했다. 그는 대중에게 과학이야기를 전해

(암모니아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연)이 그동안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며 지금까지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지

방법)은 화학계 최고의 성과로 꼽힌다. 프리

사회에 기여하고 화학을 더 발전시키는 역할

난해 카오스재단에서 ‘기원’을 주제로 강연을

츠 하버는 암모니아로 합성비료를 만들어

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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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화학이 인류문명에 이바지한 고

연구성과 & 행사 ➊

연구에 머물렀는데, 화학(연) 연구진이 전지

고정시키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고, 단분

산업 분야에 유기태양전지 기술의 접목을

구조 내 태양광을 직접 흡수하는 광활성층에

자의 구조 변화를 통해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

모색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독일 헬리아텍

단분자 소재를 도입해 대면적 모듈(10x10㎠)

을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eliatek),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등이 시

에서 7.45%의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쟁이 치

제품을 제작하는 등 상품화를 위한 개발에 총

열하기 때문에 초기 연구결과를 재작년 9월에

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도 많은 연구진

투명성·유연성·휴대성이 최대 강점…
“분자 구조 제어로 높은 효율 달성”

얻었음에도 구조가 공개되면 경쟁팀에 의해

들이 이 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미

연구진은 이 분야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화학(연) 광에너지융합소재연구센터 연구진

루고 대면적 실험을 위한 소재의 대량합성 및

시장진입이 이뤄질 것이며, 앞으로 휴대용 충전기,

은 유기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10~20명의 연

정제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과정이 어려

기능성 의류, 건축물, 군용 제품 등에 적용될 것

구 인력이 10년 이상 유기태양전지 분야 연구

웠다”고 이상규 박사는 전했다.

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태양전지는 기존

를 매진해 왔다. 그런 가운데 이상규 박사가

연구결과는 박태호 포항공대 교수팀과의 공

실리콘 소재 태양전지와 같은 대체전력 보다는

사례 1 산악인 A씨는 네팔 히말라야에서 등반 과정 중에 일행과 멀어져 길을 놓쳤다.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전원도 꺼진 상황. A씨는 입고 있던 기능성

단분자 구조의 신개념 소재 구조를 개발했고

동 연구를 통해 검증됐다. 이 과정에서 방사광

실내, 건물, 전자제품 등에 부착되는 보조전력

등산복의 보조전력을 활용해 급하게 통신기기를 충전했고, 일행과 교신하는데 성공했다.(기능성 의류 접목 사례)

이종철 박사 주축으로 상용화 연구에 주력하

가속기를 이용한 자료 분석 작업을 통해 측정

개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 2 바닷가에 놀러 온 B씨는 가족들과 함께 파라솔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B씨는 가지고 온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 것을

고 있다.

값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화학(연) 연구진은 최근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

화학(연) 연구진이 개발한 유기반도체 소재는

박태호 포스텍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출원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위한 추가 보완 연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 대면적화에 따른 효율

신규 단분자는 첨가제 없이도 단위셀과 대면

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효율성에

감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적 모듈에서 높은 효율을 달성해 단분자 유기

집중했다면 현재는 제품 안전성을 위한 보완

꼽힌다. 기존 대부분의 소재들은 대면적화할

태양전지에서 높은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경우 기술적 또는 소재 문제로 인해 효율이 감

고 강조했다.

이종철 박사는 “현재 유기태양전지의 상용화

1
‘유기태양전지’ 상용화 임박…
화학(연)·포스텍 함께 뛴다
분자구조 제어로 높은 대면적효율 달성…
국내 산업계와 사업화 연구개발 박차

깨달았지만, 바로 파라솔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가족들의 소중한 모습을 담았다.(파라솔 접목 사례)

를 위한 요건 중 효율, 공정적인 측면은 일정

소했다. 대부분의 소재가 단위셀에서는 비교

수준에 이르렀지만 장기안정성은 좀 더 기술

서 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 기술 상용화 경쟁 치열… “1~2년
내 상용화 앞둬”

화학(연) 연구진이 개발한 신개념 단분자는 높

세계적으로 유기태양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출되는 유기태양전지의 속성상 포함된 소재

은 전하이동도와 높은 충전율(Fill Factor)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

및 소자의 태양광에 대한 내구성 향상에 의한

유지하므로 단위셀에서의 효율을 대면적에서

는 재작년부터 시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장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에 직결

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코오롱, LG화학 등이 상용화를 위

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분자구조 제어에 의한 신개념 단분자 구조를

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

말했다. 이종철 박사는 “유기태양전지의 최적

설계한 이상규 박사는 “논문 등을 읽다보면 분

기 중에는 아웃도어 의류 등에 접목된 상품이

화된 소재를 개발해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자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높은 이 시장에서 상용화에 기여하는 것이

서 “구조는 모두 바꿀 수 있는데 왜 한 부분은

국내 대기업은 자신들의 의류, 배터리 등 특수

궁극적인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적 높은 효율을 달성했더라도 대면적화하면

01

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태양광에 노

01. 기존 단분자 구조의 단점을 개선한 이상규 박사(좌)와
연구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이종철 박사(우). 02. 단위셀
수준의 유기태양전지(좌)와 대면적화된 유기태양전지(우).

필름처럼 얇고 가벼우면서 유연한 유기태양

유기태양전지는 유기 반도체 소재를 이용해

가벼움, 내충격성, 투광성 등의 특성을 구현

전지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차세대 태양전

할 수 있어 이동형 전원용이나 건물에 적용

국화학연구원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지다. 기존 태양전지 재료로 일반적으로 사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로 활용될 수 있다.

총장 김도연)은 공동연구를 통해 대면적용

용되는 실리콘 같은 무기태양전지와는 달리

그동안의 유기태양전지는 대면적화할 경우,

유기 태양전지 소재를 개발해 냈다.

유기태양전지는 다양한 색상, 유연한 구조,

효율이 크게 감소해 단위셀(0.1㎠) 규모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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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실 구성원들의 모습.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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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나뭇잎은 인공나뭇잎 광촉매 시

후속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에서는 식물의 엽

이번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화학

스템에 태양광에너지를 더해 이산화탄소로

록소처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

물질 생산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라

부터 포름산을 선택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는 물질인 광촉매를 분말 형태에서 필름형태

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다. 포름산은 고무제품, 섬유염색, 세척

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성공해 실용화를

포름산은 주로 화석연료에서 합성된 메탄올

제, 연료전지의 연료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위한 원천기술을 한 단계 더 확보했다.

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고 있어 제조공정상

화학물질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플라스틱 COF(Cova-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했으나, 인공광합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초기 단계

lent Organic Framework) 광촉매는 광흡수

성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하면 이산화탄소가

의 미래원천기술인 ‘인공광합성’을 지속적으

물질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필름 형태

원료자원이 되므로 배출을 피할 뿐 아니라

로 연구해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한 경우다.

로, 다른 표면에 코팅을 통해 필름형태를 만

감축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광합성은 태양광을 활용해 특정 화학물

들어야 했던 기존 분말형태의 광촉매보다 대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생산 뿐

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대략 2040년

량 생산에 유리하며 태양광을 받는 표면적을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미래 신산업

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넓게 만들 수 있어 광전환 효율도 높다.

창출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될

백진욱 박사 연구팀은 인공광합성을 통한

또한 향후 포름산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를

것으로 기대된다.

포름산 제조 기술을 2009년부터 개발해왔

이용하여 의약품 등 고부가 정밀화학제품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출연(연)을 원

으며, 2012년에도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을

제조를 위한 기술 개발과 웨어러블 태양전

천기술의 메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핵심

차지하는 가시광선을 활용한 고효율의 포름

지소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응용도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산 제조에 성공해 주목받은 바 있다.

가능하다.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초기 단계의
미래원천기술인 ‘인공광합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한 경우다
01

이번 연구도 화학(연)의 미래 핵심원천기술

2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화학연은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의 실
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학(연), 포름산 제조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원천기술 개발

화학(연) 백진욱 박사는 “태양광 인공광합성
시스템은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자원고갈문
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원천기
술이다. 향후 태양광을 이용해 의식주 모두

미래신기술 ‘인공광합성’ 실용화에 더 가까워져

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상용화 가
능한 태양광 공장(Solar Chemical Factory)
을 건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 인공광합성연구그룹 백진욱 박사 연구팀이 태양빛만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에서 포름산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나뭇잎’ 원천기술 개발에

01. 한국화학연구원 인공광합성연구그룹 백진욱 박사. 02.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에너지 재료과학분야의 학술지 <Journal of Materials Chemical A> 6월 28일자 후면 표지논문

태양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선택적으로

02

으로 게재됐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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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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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연)-KIST 유럽연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공동 개발
양기관, 5월 6일 독일 자브뤼켄서 공동연구실 개소식 개최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연구실
개소식을 통해 양 기관이
인력교류·정보 교류와
에너지소재 기술 연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적극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01. 화학(연)-KIST 유럽연 공동연구실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현판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02. 화학(연)과
KIST 유럽연구소는 5월 6일 독일 자브뤼켄에서 공동연구실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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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화학연구원과 KIST 유럽연구소(소장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는 수명이 길고 안전

우수연구기관들과의 연구 협력·인력 교류

최귀원)는 5월 6일 KIST 유럽연구소(독일

하며 용도에 맞게 전지 크기와 용량을 자유

를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브뤼켄)에서 공동연구실 운영에 대한 업무

롭게 변경·교체할 수 있어 차세대 전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약을 체결,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공동

주목받고 있다.

최귀원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연구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 개소식을 통해 양 기관이 인력교류·정보

공동연구실은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우수 연

현재 실증 단계에만 적용돼 있다. 효율성과

교류와 에너지소재 기술 연구 공동 프로젝트

구기관과 R&D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

가격 등의 문제로 본격 상용화는 이뤄지지

수행에 적극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립됐으며 독일 자브뤼켄 KIST 유럽연구소

않은 상태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

제 2연구동 2층 공동전기화학연구실 옆 공

향후 화학(연)은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에

다”고 기대했다.

간에 49.78㎡ 규모로 설치된다.

쓰이는 신규 전해질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한편, 개소식은 KIST 유럽연구소 창립 20주

공동 개발 예정인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KIST 유럽연구소는 전극 소재 기술을 개발

년 기념식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됐으며 ▲이

기술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전

해 효율이 높고 가격도 저렴한 전지 제조 기

규호 화학(연) 원장 ▲이병권 KIST 원장 ▲

력량을 외부 환경의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하

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귀원 KIST 유럽연구소 소장 ▲이상천 국

게 보전시켜주는 중대형 에너지저장 시스템

이규호 원장은 “유럽이 선도하고 있는 신재

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정명희 IBS 감

에 쓰인다. 전기 소비가 활발한 낮과 비교적

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발맞춰 공동연구를 통

사 등 국내·외 출연연 유관기관, 독일 잘란

저조한 밤사이의 수요-공급간 시간차를 극

해 소재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신성장

트 주 연구기관 등 주요인사 190여명이 참석

복하는 데도 활용된다.

동력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향후 유럽의

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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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근본 해결?
융합과학 묘수 찾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왼쪽부터 박기홍 GIST 환경공학부 교수, 이미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허일정 화학(연) 박사, 장홍영 KAIST 물리학과
교수, 임영욱 연세대 의대 교수.

화학(연), 6월 23일 행정동 대회의실서 ‘R&D 포럼’ 개최… 科技 전문가 한자리
대기압 플라즈마 이용 미세먼지 제거 기술 등 논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허일정 화학(연) 박

분광분석법’을 꼽았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그는 “50Kw 대기압

사의 ‘미세먼지에 대한 화학기술적 대응’ 등

분광분석법은 레이저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플라즈마 20개를 병렬로 연결한다면 서울 규

의 순서로 발제가 이어졌다.

플라즈마 상태로 유도한다. 이후 플라즈마 팽

모의 미세먼지를 성층권으로 집진할 수 있다”

포럼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는 과

창에 따라 발산하는 빛을 측정함으로써 화학

며 “우리나라 예비전력의 1% 에너지로 해결할

학기술 특단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

원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임영욱 교

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그는 “미세먼지 구성성분을 실시간 확보하고

수가 ‘미세먼지와 건강영향’이라는 주제로 발

신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자들

배출원 특성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

제에 나섰다. 임 교수는 “지난 1990년대까지

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며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을 규명할 수 있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입되면 화학물질이 폐

는 구체적 측정 기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

포에 달라붙어 모세혈관으로 이동되는 것으

“미세먼지의 발생원·생성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로 원천적 유입을 차단해야”

조했다.

로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또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따라 유해성의 개

미세먼지가 직접 세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먼저 발제에 나선 박기홍 교수는 미세먼지 피

수·농도 등이 다르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

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 무게

해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방향에 대해 발

이다. 그는 “정확한 유해성 전달을 위해 독성

의 먼지가 인체로 유입하더라도 초미세먼지

표했다. 박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는 표면적이 넓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

성원 측정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에 의

의 발생원에 따라 세포독성, 유전독성, 산호독

적으로 크다”면서 “과거에는 먼지가 인체에

하면 전국 506개 미세먼지 측정소에서는 단순

성 등의 연구로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

미치는 성분분석에 중점을 뒀지만, 최근에는

히 초미세먼지의 질량과 농도만을 실시간 측

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지의 크기 연구가 중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혜 교수는 ‘미세먼지와 지구환경’을 주제

정하고 있다. 즉 미세먼지의 질량과 농도만 측
정할 뿐이다.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떻게 생성

“국내 예비전력 1%로 서울 규모 미세먼지 집진”

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 연구와 대기오염

됐는지 알 수 있는 측정소는 전국 6개 수준으

이어진 발제에서 장홍영 교수는 ‘대기압 플라

연구의 피드백 활성화 등 미세먼지로 인해 당

로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즈마를 통한 미세먼지 조절·제거 기술’을 설

면한 문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종합적인 구성성분을 빠르

명했다. 공기 중에 대기압 플라즈마를 발생시

허일정 박사는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이미혜 고려대

게 진단해 신속한 발생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

켜 전기장에 의해 움직이는 미세먼지를 집진

지 유발원에 대한 화학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

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주

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의 ‘미세먼지와 지구환

다”며 “미세먼지의 발생원·생성원을 실시간

기로 제거한다는 원리다.

해 발제했다.

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유차, 화

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 실마리를 제시했다.

경’ 주제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기홍 GIST

으로 파악하는 기술로 원천적 유입을 차단해

국내에 연간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약 4만 톤

이규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 원인을

력발전소, 고등어구이 등이 미세먼지 원인으

한국화학연구원은 6월 23일 오후 2시 원내

환경공학부 교수의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야 한다”고 말했다.

이며, 하루에 1000톤 이상의 먼지가 유입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

로 지목됐지만 뚜렷한 문제 해결 대책은 마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 ▲장홍영 KAIST 물리학과

박 교수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생성원을 추

기록도 있다. 장 교수에 따르면 1000Kw(일반

학기술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

련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에

교수의 ‘대기압 플라즈마를 통한 미세먼지

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원소성분을 실

빌딩에서 1000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플라

학기술 관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하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대한 과학적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R&D

제거기술’ ▲임영욱 연세대 의대 교수의

시간 진단할 수 있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즈마를 발생시키면 서울 규모의 미세먼지를

이슈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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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국내 전문가가 역량을 결집해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활성의

그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지난 10여 년간 몇몇 질환에 대한 정보

깊은 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함께할 것

수집과 환자에 대한 기초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질환환자의

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계와 공유해 어떻게 질병치료제를 개발·접근
할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늘어나는 희귀질환 제약업계의 ‘틈새시장’

박준영 이수앱지스 상무는 “희귀질환의약품 시장이 아무리 작아도

기조강연자로 나선 제럴드 콕스 사노피 젠자임 희귀질환 임상개발부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사장은 ‘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제개발 현주소,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

그는 “희귀질환치료제 관련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도 국내에 단

로 발표를 가졌다. 제럴드 부사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0명 중 1명이

40여명, 전 세계에 다 팔아도 5000억 시장밖에 안 되는 등 외면 받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다. 희귀질환 종류는 매년 늘어

온 게 현실”이라며 “암과 같이 5조~10조 규모의 시장은 아니지만 암

나고 있지만 95%는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치료제는 경쟁기업이 많기 때문에 n분의 1을 하면 오히려 희귀질환

수익보장이 어렵다보니 다국적 회사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

치료제가 더 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다. 미국은 희귀약품 관련법을 발의해 희귀질환약이 개발되면 승인

이어 그는 “사실 한국인은 유전질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네트

을 신속하게 받도록 했다. 이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관련 약품 개발 사

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약시장에서 또 중

업에 뛰어들었고 2015년 희귀질환 치료약으로 승인된 숫자만 354개에

점을 살려 진단과 의료진의 네트워크 협력으로 글로벌마인드를 가지

달했다. 2003년 이전에는 100개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제럴드 부사장은 “지난 3년간 희귀질환 치료약 승인 숫자가 많이 늘었
으며 FDA에서 승인된 약품 중 40%가 희귀질환일 정도로 이 법안 자체
가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며 “희귀질환 관련 약품개발 동향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영춘 미국 바이오벤처 PTC 부사장, 유한욱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센터 소장, 문희석 샤이어코리아 대표, 지희정 녹십자 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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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연구 현주소와 당면성, 치료제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5
화학(연)-파이낸셜뉴스
‘제8회 서울국제신약포럼’ 개최
‘新성장동력 희귀질환치료제 시장선점’ 주제, 전문가 한 자리
이규호 원장 “고통 받는 환자위해 꼭 필요한 분야…신약개발 지원 적극 노력할 것”

요한 것은 진단을 빨리하는 것이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우리의 강

발표했다.

고 치료제를 개발하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영기 복지부 과장은 “희귀질환 관련법이 작년 12월 통과돼 올 12
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각종 정책과 재정 지원
등으로 그간 여러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보건
복지부가 희귀질환 관련 100억 원 정도 과제를 상향식접근(bottomup) 과제로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희귀질환치료제 개발 전략을 갖고
R&D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석민 미래부 생명기술과장도 “신약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바이오의료기술사업과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행복추구를 위해 정

희귀질환 환자 정보 수집·관리시스템 필요
이어진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국내 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 활성
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상달 화학(연) 신물질기반연구센터장은

부가 희귀질환치료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부도 많이 노력하고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연구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01. 이규호 화학(연) 원장. 02. 화학(연)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6월 15일 서울 웨스틴

그는 “희귀질환이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연구

조선호텔에서 ‘제8회 서울국제신약포럼’을 개최했다.

원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희귀환자들을 치료하는 의
사에게 환자의 단백질이나 세포를 지원받는 등 연구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은 희귀질환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신약개발의 틈새시장인 희귀질환 치료제 산업을

이규호 화학(연) 원장은 “희귀질환은 대상 환자수와 시장크기가 작아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 과장은 “희귀질환 원인이 잘 밝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공공이나 민간의 R&D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혀지지 않아 일반 약물개발처럼 접근해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어렵다”

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연)과 파이낸셜뉴스가 희귀질환 분야

“경쟁논리에 앞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

며 “희귀질환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선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돼야 할 분야다. 이번 포럼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화학(연)이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했다. 화학(연)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6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

신약개발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희귀질환 환자의 모든 임상을 무료지원하고 미진단자를 찾아 나서는

호텔에서 ‘제8회 서울국제신약포럼(제약 산업, 신 성장동력 희귀질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FDA가 승인한 40%가 희귀의

등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와 생물학 전문가,

환치료제 시장선점)’을 개최했다.

약품인 것을 봤을 때 희귀질병치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제약개발 경험자들이 치료전략을 세우는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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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는 융합에…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위해 협력
화학(연), 울산센터서 ‘제3회 미래화학융합포럼’ 개최
전문가들, 화학산업 미래 위해 산·학·연·관·정 협력 주문
“울산센터 중심으로 화학(연)의 허브 역할 기대”

“기존 석유화학제품에 비해 바이오화학제품
이 6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
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에서도 동일
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생산시스템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특화된 바이오 제품을 통한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요시하루 키무라
일본 교토공예섬유대 교수)
“중국에서 관련 산업의 많은 발전이 있었고 미
래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지원을 기반
으로 PET 합성 등 바이오기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제3회 미래화학융합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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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향상 등이 관련 산업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은 시장성과 정

한국화학연구원은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규호

략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정책을 보고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화학(연)

화학(연) 원장,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 오

발효기술의 대가인 칭셍취 산동대 교수는 대

이 중간 조정자로서 지자체와 기업 등과 네트워

연천 울산대 총장, 이재성 UNIST 부총장 등

량화학제품 생산을 위해 단순세포정제(Single

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화학분야 주요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ell refinery)보다 플랫폼 화합물(Substrate

제갈종건 화학(연) 융합화학연구본부 본부장은

‘제3회 미래화학융합포럼’을 화학(연) 바이오

Mixture)의 사용, 화학제품의 대사경로의 선택

“바이오화학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명하면

화학실용화센터에서 4월 27일 개최했다.

과 통제를 산업화를 위한 요소로 꼽았다.

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하는 전

바이오플라스틱인 젖산고분자의 전문가인 요시

략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

바이오 기반 화학산업 미래 위해 필수…
“미래가치 역점 둬야”

하루 키무라 교토공예섬유대 교수는 다양한 종

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숙제이며 기관 차원의

류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플

컨트롤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 발표에는 산·학·연의 국

라스틱 생산·산업화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바이오화학 통해 화학산업 新 도약 필요

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전문가가
나서 바이오화학 기반 화학산업 육성전략에

전문가들, “특화산업 육성 위해 협력 필요”

이규호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이오화학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세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칭셍취 중국 산동대 교수)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는 “석유의 대

계 5위권 바이오화학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표 산업 중 하나”라면서 “화학산업계 전문

신기후체제·제4차 산업혁명시대 바이오화

체에너지 자원 대다수는 연료로 가능하지만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에

가들이 바이오화학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

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산업의 미래를

화학제품을 만드는 에너지원은 될 수 없다. 바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면 한국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관·정 관계자

이오매스는 연료로서의 사용보다 화학제품을

정준기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이 관련 산업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

들이 모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재 바이오화학산업 경쟁력은 석유화학분야의

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탄소가스

60% 수준이지만 미래가치는 1.2배 높다고 생

이창희 대한화학회장은 “화학(연)의 울산 바

등을 포함해서 생물학적 공정과 화학공정을

각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주의로 이동

이오화학실용화센터와 UNIST 등 지역 대학

결합해 환경친화적 화학산업을 이끌어야 한

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는 바이오화학제품이

과 협력을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

다”고 강조했다.

일상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발 빠른 대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유주현 화학(연) 박사는 바이오기반 산업에 대

정 연구위원은 “한국에는 바이오매스 원료가

말했다.

해 설명하고, 화학(연)에서 진행중인 바이오슈

없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가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의 화학산

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유 박사는 “미국에

공한 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 수급을 위

업은 지금까지 석유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지

서 바이오에탄올이 실용화된 배경에는 사업성

한 국제 협력과 관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

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기반이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

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친화적인 바이오매스로 전환되고 있는 상

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바이오슈가 원료의

류훈 박사는 “미래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연구

황”이라면서 “바이오화학산업이 한국 화학산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과 관련

개발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 확보는

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울산지역이 미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중요한 요소”라면서 “기술개발은 10여년 걸리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고 말했다.

는데 미래가치를 갖고 역량 확보에 강점을 가

바로미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특히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화학(연)이 울산에 바

시급하며 각 주체별로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차형준 교수는 “화학(연)이 바이오슈가를 중심

이오화학실용화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산업 육

화 전략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한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원료 대량 확

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고 덧붙였다. 삼양사의 류훈 박사는 자사

보 기술을 통해 관계자들이 연구 초기 물질로

번 포럼은 시의적절하다”면서 “함께 주인의식

에서 연구해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 추출 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을 갖고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인 ‘이소소르비드

정준기 연구위원은 “기업과 지자체가 체계적

이재성 UNIST 부총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

(Isosorbide)’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진흥원 등 지원 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

류 박사는 “생물학, 화학, 엔지니어링의 융합,

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며 인

라며 대학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

지적재산권 확보,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 품질

증제도 확립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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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간과 닮은 물고기 제브라피시
‘치매·당뇨·비만’ 해결사로
“제브라피시, 포유류 동물실험 전 단계에서 활용해 시간·비용 저감”
화학(연), 제브라피시 플랫폼사업단 출범, 5월 11일 기술설명회 개최

한국화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 제브라피

시간·비용을 저감하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시 플랫폼 사업단’ 기술설명회가 지난 5월 11

등 바이오제품 개발단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일 국내 바이오기업 70여개가 참석한 가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 제브라피시 플

이번 기술설명회에서는 제브라피시 기술을

랫폼 사업단’은 신약개발과 바이오제품 개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발과정에서 제브라피시를 활용해 시간과 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제브라피

용, 실패 확률을 줄이고, 동물 윤리 실현에

시를 이용한 안전성평가 기술’이라는 주제로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발표한 안전성평가연구소 윤석주 박사는 제

새로 출범한 사업단에는 제브라피시 연구를

브라피시 실험을 통해 신약개발 비용 및 효

선도하며 평가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대거

율성 향상에 공감했다. 윤 박사는 “신약개발

투입됐다. 앞으로 사업단은 국내 바이오 중

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제브라피시를 통

소·중견 기업을 위해 제브라피시 기반 기

해 초창기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 검사나

술을 개발·전수하는 공공 기반 사업을 운

스크리닝이 가능하다면 전임상 등에서 비용

영할 계획이다.

및 시간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브라피시는 인간과 유전자가 90%이상 비

화학(연) 의약바이오연구본부 배명애 박사

슷한 담수어다. 성체 크기가 약 3~4cm 정

는 ‘제브라피시 활용 성공사례와 약물동태

도여서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쉽고, 한 세대

학 평가모델’을 소개했다. 배명애 박사팀은

가 3개월로 짧아 많은 수의 개체를 쉽게 확

골다공증에서 골을 형성하는 조골세포 활성

보할 수 있다. 또한 배아가 투명해 심장이

을 찾기 위한 연구에 제브라피시를 활용했

뛰는 것부터 혈액이 흐르는 것까지 살아있

다. 뼈의 강도가 약해진 제브라피시에 뼈 활

는 상태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01

배명애 박사팀은 골다공증에서
골을 형성하는 조골세포 활성을
찾기 위한 연구에
제브라피시를 활용했다
뼈의 강도가 약해진 제브라피시에
뼈 활성 및 형성속도를 높이는
골 형성 촉진물질을 투여한 결과
뼈 형성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02

저비용, 고효율 바이오제품 개발단계에 사

제브라피시를 이용한 실험모델을 적용하고

충남대 김철희 교수는 정신질환 연구에 활

용 중”이라며 “향후 제브라피시를 활용한 초

있고, 제브라피시를 통한 뇌질환·청각·미

용하는 제브라피시를 소개했다. 제브라피시

기 연구개발 단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

세먼지·미백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기반이

간질모델을 통해 SK화합물 1000종의 약물

켜,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구축돼있다.

효과를 연구한 김 교수는 “뇌와 관련된 신약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조경현 교수는 “트랜스지방을 많이

개발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야로 제브

제브라피시는 신약과 바이오제품의 유효

섭취한 산모의 모유와 일반모유, 분유에 따

라피시를 통한 정신질환연구는 이제부터가

성·안정성·약물성 등을 평가하는 새로

른 제브라피시의 배아 성장과정에도 큰 차

시작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

운 실험동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글로

이를 발견했다”며 “이 외에도 초미세먼지에

대된다”고 말했다.

벌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tis)와 에보텍

따른 기형 유발효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이날 기술설명회에서는 참석 바이오기업과

성 및 형성속도를 높이는 골 형성 촉진물질

(Evotec), 임상시험 수탁 기관인 파이로닉

심장·폐 섬유화 등 다양한 장기에서 섬유

제브라피시 연구자를 일대일로 맺어주는 제

제브라피시 플랫폼 사업단의 프로그램 디렉

을 투여한 결과 뼈 형성속도가 빨라지는 것

스(Phylonix) 등에서 제브라피시를 대규모

화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제브라피시는 미

브라피시 독성평가 파트너링도 실시됐다.

터인 최수진 바이오PD는 “제브라피시가 모

을 발견한 것이다.

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브라

국 FDA에서도 동물모델로 사용 중인 만큼

앞으로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ddpt.

피시 인프라에 비해 기업의 제브라피시 활용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부작용 등 다양하게

re.kr)를 통해 제브라피시 맞춤형 기업지원

도는 낮은 형편이다. 2009년부터 화학(연)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배 박사는 “제브라피시는 중추신경계, 췌장,

지만, 포유류 동물실험 전 단계에 활용해

간 등이 사람과 비슷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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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브라피시는 척추동물이어서 유전체 구조가 사람과
90% 이상 비슷해 서로 비슷한 유전체 기능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02. 한국화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 제브라피
시 플랫폼 사업단’ 기술설명회가 5월 11일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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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➊

지성과 모성의 겸비

메리
Dorothy도로시
Mary
Hodgkin
크로풋 호지킨

엑스선 결정학 사용해 B12 분자 구조 밝혀
단백질 결정학, 과학연구에 필수 도구로 전환시킨 과학자

01

01. 도로시 호지킨의 페니실린 분자 모델. [출처] wikipedia

명석하고 영리한 소녀 호지킨, 그녀의 호기심

힘을 키웠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화학자 조지

어린 시절부터 명석했던 그녀. 고고학자 아버지와 식물학 전

프 박사에게 찾아가 “광석을 분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문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님의 호기심을 그

어린 시절부터 호지킨 박사는 당차고 똘똘한 소녀였다.

대로 물려받은 듯 어린 시절부터 사물의 많은 것에 궁금증을

아프리카에서 키운 과학에 대한 열정은 영국으로 돌아와 본

보였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1910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

격적으로 점화됐다. 다락방에 그녀만의 작은 실험실을 만들

던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생한 그녀는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

어 자신만의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과학에 대한 딸의 호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관찰하고 음미했다. 그녀의 아

기심과 열정을 지켜본 부모님 역시 그 열정을 지지했다. 도로

버지는 영국 정부를 위해 이집트 학교와 유적을 감시하는 일

시의 15번 째 생일에는 윌리엄 헨리 브래그(William Henry

을 맡고 있었다.

Bragg)의 「사물의 본성에 관해」 라는 과학도서를 선물로 사

하지만 행복도 잠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주기도 했다. 이 책은 그녀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녀와 가족의 상황은 급변했고 부모님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

언급되는데, 헨리 브래그는 1915년 엑스선 결정학으로 노벨

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아버지는 서아시아로 파견됐고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였다. 아마 이 때부터 도로시가 엑

어머니도 얼마 안 돼 서아시아로 떠나면서 동생과 함께 영국

스선 결정학의 매력에 빠져든 게 아닌가, 라는 것이 과학자들

에 남겨진 것이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환경 속에서 도로

의 이야기다.

시는 침울하기보다 오히려 독립심을 키우며 자신만의 세계를
1964년 10월 29일. 영국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에는 흥미로운 머리기사가 실렸다. ‘영국 여성이 노벨상을 받다: 세 자녀를 둔 엄마에게 1만 8,750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비타민 B12의 구조를 밝히다

파운드가?’라는 기사였다. 말 그대로였다. 세 자녀를 둔 영국의 한 여성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엑스선 기술로 과학계에 중요하다고 언급된 생화학

특히 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은 그녀의 삶에 많

모두의 예상대로 그녀는 화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물질의 결정구조를 밝혀낸 도로시 메리 크로풋 호지킨. 지성과 모성을 모두 겸비한 그녀는 지금까지 ‘단백질 결정학의 어머니’로 불린다. 명석한 두뇌

은 영향을 끼쳤다. 주위의 광석 혹은 다양한 사물과 현상에

당시의 통념 속에서 여성인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과학을

만큼 따뜻한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은 그녀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해 호기심을 보이면서 연구자로서 필요한 기질인 ‘관찰’의

공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영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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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이 컸기 때문에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직장

B12 구조를 밝힌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엑스선 결정학 기

을 구하는 게 녹록치 않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술의 승리, 그리고 호지킨 박사의 승리라고 강조한다. 연구를

지켜본 조지프 박사의 도움으로 버널(John D. Bernal) 박사

통해 현대 과학계는 B12가 몸의 신진대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버널은 헨리 브래그의 제자로

이해할 수 있었고 비타민 합성 가능성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수많은 과학 업적을 안은 그녀는
1970년 브리스틀 대학의 명예총장으로
활동했다

엑스선을 이용해 단백질을 비롯한 생물학적 결정을 연구하고
있었다.

과학 진흥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를 외치다

1933년부터 버널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밟고, 그의 실험실에

도로시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결정질 과학의 어머니’, 그리고

들어간 도로시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껏 연구를

‘세계 평화를 외친 따뜻한 과학자’다. 이처럼 도로시는 명석한

진행할 수 있었다. 버널에게는 친구 혹은 동료가 보낸 많은

두뇌와 지성으로 과학 연구를 선도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

결정들이 쌓여있었다. 도로시는 비타민 B1, 비타민 D, 성 호

음을 잃지 않았다. 아마도 세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이기에,

르몬 등에 대한 엑스선 실험을 누구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또한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어찌나 연구에 매진했던지 ‘버널의 책

관점 역시 다른 과학자보다 훨씬 폭넓고 깊으며 따뜻했던 게

상을 청소하는 여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아니었을까.

이처럼 연구에 매진한 그녀는 훗날 옥스퍼드 대학에 자리를

실제로 그녀는 실험실 연구원 수를 10명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잡으면서 비타민 B12를 다루기 시작했다. B12는 악성 빈혈 치

단순한 행정가가 되기 싫어 자신이 연구원 수를 조절한 것이다.

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500여 점 이

제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신중하고 배려 있게 대하

상의 엑스선 사진을 찍으며 연구를 진행한 그녀는 결국 B12의

는 연구자로 유명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엄마 고양이’

구조를 완전히 해명했다.

로 통했다고 한다.

총장이 된 그녀는
학생회 간부들과 점심을 즐겨먹고
제 3세계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만들었으며
아프리카 지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만들었다

196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녀는 1965년 메리트 훈장을 수
상하며 연구를 이어갔다. 특히 그녀가 다룬 연구 중 가장 복
잡한 분자인 인슐린에 도전, 1969년에는 인슐린의 입체구조

비타민은 동물 소화과정에 활발한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와

를 완전히 해명할 수 있었다.

균에 의해 합성된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B12의 생산이 적기

수많은 과학 업적을 안은 그녀는 1970년 브리스틀 대학의

때문에 B12가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식생활에

명예총장으로 활동했다. 총장이 된 그녀는 학생회 간부들과

서 B12가 부족하거나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면 치명적

점심을 즐겨먹고 제 3세계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만들었으

인 악성빈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B12의

며 아프리카 지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만들
었다. 학문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학생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

02

연구는 매우 중요했다.

던 것이다.

결국 1956년, 8년의 연구 끝에 호지킨 박사는 B12의 구조를

Dorothy Mary Hodgkin
1910. 5. 12 ~ 1994. 7. 29

밝혀냈다. 밝혀낸 비타민 B12의 구조는 이전에 학계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기존에는 중심에 코발트

특히 세계 평화를 위한 캠페인에도 깊이 관여했다. 민족해방

도로시 호지킨은 영국의 생화학자로 생체분자 엑스선 결정학 연구의 선구자다. 당시에는 엑스선

원자가 있고 그 주위를 탄소와 질소 원자의 고리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결합
구조를 밝혀냈다. 결국 이는 해당 비타민의 비밀을 푸는 열쇠
로 작용했다. 1964년의 노벨 화학상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수

운동의 지지자였을 뿐 아니라 제 3세계 개발의 필요성을 역

결정학이 널리 사용됐는데, 호지킨은 엑스선을 사용해 몇몇 중요한 분자의 구조를 규명했다. 1945년

설하곤 했다. 1976년부터 1988년에는 퍼그워시 회의(Pug-

언스트 체인과 에드워드 에이브러햄이 추측했던 페니실린 구조를 입증했고, 1954년 비타민 B12

wash Conference) 의장을 지내면서 군비 축소와 세계 분쟁

구조를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1964년 세 번째 여성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영국

의 평화적 해결에 힘을 쏟았고 1980년에는 영국의 수상인 대

유일의 여성 노벨화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또한 호지킨은 1969년, 35년간의 연구 끝에 인슐린의

처(Margaret Thatcher)를 설득해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도

입체구조를 완전히 해독하기도 했다.

상에 대해 호지킨이 중요한 분자의 구조를 규명했다는 것을

모하기도 했다.

넘어, 화학의 영역 자체를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전문분야인 엑스선 결정학은 물론 과학 진흥과 빈곤
퇴치, 세계 평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호
지킨 박사. 모두의 친구이자 선생, 지도자였던 그녀는 ‘영국
에서 가장 현명한 여자’라는 평을 끌어내기도 했다.

02. 옥스포드대에서 대학동문이자 연구원이었던 도로시 호지킨을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생가에 설치한 블루 플라크. 그녀는 이곳에서 1957년부터 1968년까지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 돌연히 일어났다. 1994년 갑작

살았다. [출처] whewell's ghost 03. 도로시 호지킨이 1965년 받은 메리트훈장.

스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료

이 훈장은 런던 영국왕립학회에 전시되어 있다. [출처] wikipedia 04. 영국

가, 제자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위대하면서 따뜻한 화

왕립학회가 2010년, 설립 350주년을 맞아 발행한 기념우표에 영국 유일의 여성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도로시 호지킨의 모습을 담았다. 그녀는 1947년 영국 왕립
학회 회원으로 선출됐다. [출처] whewell's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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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인 도로시. 그녀의 과학 정신과 사회 정신은 후대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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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➋

모기와의
과학 전쟁

오랜 세월 말라리아와 뎅기열(dengue), 또 최근에는 지카열(zika)이 세계를 걱정케 하고 있다. 이들 질병의 공통점은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극성부릴 모기가 우리들을 더욱 신경 쓰게 만든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도 1분에 1명씩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한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오는
이 지역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 지역에 만연한 뎅기열병을 조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요즈음은 올해 올림픽 개최지인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 지역에 퍼지고 있는 지카열병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과의 전쟁에서 유전과학과 첨단분석술이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 모기가 어떻게 대상 사람을 찾아 공격하는지 모기의 복잡한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가 커짐에 따라 모기 유인물(모아 가둘 수 있게 한다)과
모기 퇴치물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글. 진정일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이사장,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석좌교수)

01

Mosquito

모기들을 유인하는 화합물

모기들은 냄새 수용체와 미각 수용체, 이온

모기들은 사람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면서 흡

성 수용체 등 세 종류의 후각 수용체를 갖고

혈을 위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있다. 냄새 수용체는 특수화학물질들(알콜,

분비하는 화합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을 따라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피부를 통
해 약 350여종의 화합물을 배출한다고 알려
져 있다. 모기는 우리들 호흡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이산화탄소), 체열, 땀에 섞여 있거
나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일부 화합물(1-옥
텐-3-올과 락트산 등)들을 좋아한다.

01.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도 1분에 1명씩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고 있다.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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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 알데히드, 케톤 등)이 결합할 수
있으며, 턱 더듬이에 있는 미각 수용체는 이
산화탄소를 감지하며, 30미터나 떨어져 있
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알
아차린다. 이온성 수용체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지만 휘발성 카르복시산, 암모니아와
아민들을 감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들을 당혹하게 하는 사실은 후

모기의 머리에 있는 더듬이 두 개(깃털 같은

각 수용체가 단독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후

안테나와 짧은 턱 더듬이)는 감각이 센 털로

각 공(共)수용체(olfactory receptor co-re-

덮여있으며, 이들은 후각신경세포(뉴런)를

ceptor(Orco))가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Orco

지니고 있어 뇌에 신호를 보낸다. 이들 뉴런

공수용체는 후각 수용체와 함께 이온 통로

은 후각수용체라 부르는 특수 화학물질에 의

(channel)를 만들며,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해 활성화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통로가 열려 뇌에 신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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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클로펜탄온(cyclopentanone)은 그 반대였

지카 바이러스 감염

다. 모기 유인물은 모기를 모아 제거하는 방

오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

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기가 싫

자네이루에서 2016년도 하계 올림픽 대회가

어하는 기피제로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

열린다. 그러나 브라질과 다른 인접 국가들

는 법으로 유용하다.

에 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성
행해 개최국은 물론 참가 예정 선수들과 관

식물성 유인제와 합성 기피제

계자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집트 숲모기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국제 곤

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흰줄숲모기가

충 생리 및 생태학 센터의 토르토(Baldwyn

전파 매체라 알려져 있어 올 여름에는 모기

Torto) 연구원은 식물의 어떤 성분이 모기를

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감

유인하는지 연구를 해왔다. 그는 29가지 식

염자와 성접촉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 화합물(페놀, 알데히드, 알콜, 케톤과 테

흰줄숲모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발견

르펜류) 중 6개 화합물을 골라 각각 섞은 다

되므로 이 지역 여행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

음 말라리아 지역에서 모기 덫에 그들을 사

요하다. 아직 음식물을 통한 전파 사례는 보

용했다.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었고, 산화 리

고된 바 없다. 또한 지카병 예방주사는 아직

날룰(linalool oxide: 단맛이 나는 꽃에서 얻

개발되어 있지 않다.

는 화합물)(아래 그림 참조)이 가장 효과적이

모기 박멸은 과학자들에게 괴로운 과제로

었다. 이 화합물은 산화안정성이 좋아 장시

남아 있다. DDT 사용제한이 옳은 결정이었

간 사용이 가능하다. 토르토는 산화 리날룰

는지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

을 발산하는 식물을 제한된 구역에서 재배해

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 신경과학자

모기를 유인한 후 박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는 모기 뇌의 작동을 연구하고 있다. 미세

중이다. 한편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기

전극을 모기의 안테나에 심어 냄새감지세포

02. 흰줄숲모기는 역학적으로 황열, 지카바이러스,

기피제는 N,N-디에틸-3-메틸벤즈아미드

들이 유인 혹은 배척 화합물의 자극을 받을

뎅기열, 치쿤구니아열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과 같은

(DEET)와 이카리딘(Icaridin)이라 불리는 피

때 발생하는 전기적 감응을 이용하는 전기

여러 사상충증(Filariasis)을 포함한 바이러스 병원체를

페리딘카르복시산 유도체가 있다.

생리학적 방법이 이런 연구에 중요하게 이

02

03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냄새 수용체는 곤충

한다는 좀 혼란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그래

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Orco는 모든 곤충에

서 이 연구진들이 탄산가스를 감지하지 못하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Orco

게 유전자를 변형시키니 모기의 턱 더듬이

전파하는 데 주요한 매개체이다. 03. 지카 바이러스의

에 작용하는 약물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뉴런이 CO2에 감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면. [출처] wikipedia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이 성공하면 곤충

체온에도 감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진

들을 무차별로 박멸할 위험성이 있어 걱정이

은 CO2 검출이 열에 끌려 흡혈하는 행동과

된다.

직접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현
재 CO2 체취 감지능력을 없앤 유전자 변이

어려운 과학적 문제

모기를 사용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Orco는 냄새 수용체(OR)가

미국의 리버사이드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세포막에 접근해 냄새신호가 뇌에 전달되도

팀은 미세 현미경과 전극을 모기 눈과 턱 더

록 이온 이동을 도와주는 것 같다(우측 그림

듬이의 감각 센 털에 삽입해 털 내부의 뉴

참조). 미국 록펠러 대학 연구진은 Orco 유

런 행동을 기록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CO2

전자를 변형시킨 모기들이 1-옥텐-3-올 같

가 없을 때도 뉴런이 발 냄새에 민감하게

은 냄새에 감응하지 못함을 관찰했다. 그러

감응함을 관찰했다. 그들은 화합물 50,000

나 탄산가스가 있는 조건에서는 냄새 화합물

개 이상으로 행한 실험을 통해 피루브산 에

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활성화된 CO2 수

틸(ethyl pyruvate)은 CO2 수용체를 막아

용체가 모기들이 냄새 화합물을 찾아가게

모기가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게 했으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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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근본적 의문은 왜 모기유인화합물
들이 열이나 이산화탄소와 함께 있을 때 더
유인하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특수 모기들

[출처] incubator.rockefeller.edu

[출처] www.carlroth.com

이 왜 사람을 선택해 공격 대상으로 삼는지
에 있다. 냄새, 온도, 이산화탄소 등에 감응하

냄새
H3C

OH

O
CH3

N

DEET

이 같은 복잡한 과학적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밖에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O

H3C
N

O

CH2

Ca2+K+

야 하는 까다로운 과학적 과제가 남아 있다.
DEET나 이카리딘에 의존해 우리를 보호하는

O

OR / Orco

는 모기의 모든 수용체 뉴런을 동시에 추적해

산화리날룰

OH

Icardin

활성화된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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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이사장,
고려대 KU-KIST 융합대학원 석좌교수
진정일 교수

문화 ➌

생활 속
화학 이야기

커피에 화학물질이 있다고?

낮춰주는 클로로겐산도 포함돼 있어 하루에

없애주거나 긴장감을 유발해 집중력을 높여

최근 몇 년 사이, 커피는 대한민국 성인 남

한 두 잔정도 마시는 커피는 심혈관 질환 혹

준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은 오히

녀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가 됐다. 몇 년 전

은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려 두통이나 두근거림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만해도 거리에서 카페를 찾는 게 쉽지 않았

데, 사람에 따라 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만 지금은 카페 뿐 아니라 ‘홈 카페’ 라는

건 우리 인체가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체

말이 나올 정도로 커피 문화가 생활 깊숙이

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고들었다. 이에 따라 커피를 소비하는 연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깰까?
커피 속 숨은 과학 이야기

령은 점점 확대되고, 이들의 하루 커피 섭취
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도 다양한 과학이 숨어있다면
커피는 천연 생두를 로스팅 한 후 이를 분쇄
해 뜨거운 물을 내려 마시는 음료이다. 천연

카페인은 몸속에서 계속 분해된다. 간 효소
에 의해 분해되고 다시 세 가지 화학물질로
변환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화학물질은 지
방분해, 혈관확장, 심장박동 증가 등의 기능
을 한다. 커피를 마신 후 약간의 긴장감과 흥

믿을 수 있을까?

생두가 원료지만 이 안에 화학물질이 전혀

Coffee

볶은 커피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그 종류만 해도 약 1천 종 이상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결정짓는 셈이다

분감이 생기는 이유는 카페인의 분해로 인
해 발생하는 효과인 것이다. 간혹 체내에 카
페인이 쌓일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몸

없는 것은 아니다. 볶은 커피에는 우리의 상

속에 들어온 카페인은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화학물질이 포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람에 따라

함돼 있는데 그 종류만 해도 약 1천 종 이상

분해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다.

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커피의 맛과 향,

카페인이 몸에서 분해되는 정도는 연령과 건

그리고 색을 결정짓는 셈이다.

강상태,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분해

커피 속에는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스타이

되는 시간 역시 개인차가 크지만 대략 3시간

렌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도 포함된 게 사실

에서 4시간 정도다. 커피를 마신 후 3시간이

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지나면 또 다시 커피가 당기는 것도 이 때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휘

이다. 카페인의 90%는 12시간 후 몸 밖으로

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커피를 끓이는 동안

배출되는데 이 때 배출되는 형태는 소변이다.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돼 인체에 나쁜 영향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커피를 더 많이 마시

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는 이유는 뭘까. 흡연자의 간에는 카페인 분

이외에 다른 화학물질도 존재한다. 카페스

해효소가 더 많이 생성돼 카페인의 반감기도

톨과 카웰이 그것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산부의

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경우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 이유

하지만 이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는 임신 후 대사 속도가 느려져 카페인이 분

필터를 통해 모두 걸러지기 때문이다. 그러

커피 마신 후 기분 좋은 긴장감, 카페인 때문

해되는 반감기가 길어지기 때문이란다. 뿐만

나 하루 한 두 잔의 커피가 아닌, 대 여섯 잔

그렇다면 카페인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커피가 철분 부족을 유도하는 원인이

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를 조절할

커피를 찾는 이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임산부인 경우에는 커피를

필요가 있다.

든 카페인 때문이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삼가는 게 좋다.

물론 몸에 좋은 화학물질도 포함돼 있는데

이 몸에 적당한 긴장감과 각성 효과를 전달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커피. 나른

항산화물질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이다. 아

하는데, 이 ‘효과’를 찾아 커피를 섭취하는 사

한 여름, 몸에 적당한 긴장감을 제공하지만

마 시중에서 ‘폴리페놀’이라고 크게 쓰인 제

람이 많은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친 섭취는 몸에 좋지 않다.

꾸벅꾸벅. 내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더워지는 날씨 탓인지 책상 앞에서 잠만 쏟아지는 요즘이다. 잠을 퇴치하기 위해

품도 접해본 적도 있을 텐데, 커피가 포함한

일반적으로 200ml 커피 한 잔에는 약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원 샷’ 하곤 한다. 커피 속 카페인의 도움을 얻어 잠깐이나마 잠을 깨우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잠깐. 커피를 마시면

화학성분을 표면화시켜 홍보하고 있는 것으

50~15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카페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왜 잠이 깨는 걸까? 커피 속 숨은 과학에 대해 알아보자.

로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당료 환자의 혈당을

은 중추신경에 자극을 가해 일시적으로 졸음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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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유 금속유기구조체 필터를 이용한
초미세먼지 처리

생명체 세포에 유입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엔진

초미세먼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나노엑츄에이터와 나노머신은 유전자 치료, 진단, 응용의 핵심기술로 부작용이 적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초미세

저가의 고효율성 공기청정기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베이징

크기에서 힘이 약하고 느린 탓에 제어가 어렵다. 캠브리지대학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엔진을 개발했다. 나노크기의 엔진은 생명체

이공대학 연구진은 금속유기구조체(MOFs)를 이용해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에 유입되어 질병과 싸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된 금나노입자와 온도-반응성 고분자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이 ‘나노엔진’에

연구를 진행했다. MOFs는 결정질 물질이며, 높은 다공성과 가변가능한 기공

레이저로 특정한 열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대량의 탄성에너지를 저장하고 고분자막은 물을 방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나노입자는 클러스

크기, 오염물질 포집 능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MOFilter는 88.33 ±

터로 단단히 결합된다. 장치가 냉각될 때는 고분자가 액체를 흡수하고 확장되어, 금나노입자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분리된다.

1.52%의 PM제거율과 89.67 ± 1.33%의 PM2.5 및 PM10제거율을 보였으며,

연구진은 “물분자가 주위의 중합체를 팽창시킬 때 수백개의 구형 금입자가 분리되어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작은 장치에

연속여과로 48시간 동안 성능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에서처럼 오염

가해지는 힘은 자신의 체중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개미와 같이 단위중량당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장치는 생체에 적용하기 적합

물질은 MOFs의 금속 사이트에 결합되고 MOFs나 폴리머 작용기와 상호작용하여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노머신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힘을 제어하는 방법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MOF결정체와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거된다. 선택적으로 대기오염 가스와

이번 연구는 의·약학과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연구결과는 다음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MOFilter는 향후 대기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유망

Light-induced actuating nanotransducers. PNAS

물질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s://www.repository.cam.ac.uk/handle/1810/254997

Preparation of Nanofibrous Metal–Organic Framework Filters

출처 Sciencedaily, 2016/05/02·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5/160502161106.htm·화학정보팀

for Efficient Air Pollution Control
출처 JACS, 2016/04/19,·http://pubs.acs.org/doi/full/10.1021/
jacs.6b0255·화학정보팀
그림. MOFilter를 이용한 오염물질 포집 메커니즘
(삽입된 SEM 이미지는 MOF/polymer 복합섬유의 표면에 해당함)

스마트폰 배터리를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전기 사용에

버려지는 핸드폰 배터리로
집안을 밝히다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 제안 모델은 배터리 수집과 배터리
테스트·선택 단계, 시스템 구축과 상업화 단계, 시스템 설치 단계
등의 5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표
준 규격의 리튬 이온 핸드폰 배터리는 1,000밀리암페어 용량이며,

나프탈렌
장롱 속에서
배터리 속으로

모바일IT 제품에 필수적인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음극재료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 동북대학 공동 연구

이는 1와트 LED 램프를 3시간동안 가동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

그룹이 새로운 음극재료인 ‘천공 그래핀 분자(CNAP)’를 개발했다. CNAP는 연구원들이 2011년 합성한

들은 3,100밀리암페어 용량의 핸드폰 배터리 3개를 이용해서 12볼트

것으로, 분자 중심에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이 있다. 이번 연구는 CNAP가 리튬이온전지의 고용량 전극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CNAP로 전지를 제조하면 많은 리튬의 이동이 가능해져서,

이것은 5와트 LED램프와 작은 태양열 전지 판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지용량이 기존 흑연전극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용량이면 65회나 반복적으로 충·

가격은 25달러 이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방 한칸을 매일 5시간 동안

방전을 해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 전지에 사용되는 액체전해질 대신 고체전해

밝힐 수 있으며, 3년 동안 유지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질을 사용하여 차세대 전지로 기대가 높다.

앞으로 배터리 수집 및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시험하고, 개발도상

또한 연구그룹은 CNAP의 대용량 구현 원리도 원자수준에서 규명했다. 분말 X선 회절을 통해 천공 그래핀

국가의 농촌지역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비용을 감소시킬

분자가 층층이 쌓이면서 중앙에 좁은 기공(세공구조)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이 나노크기의 공간이 리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의 이동통로와 축적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나프탈렌을 대용량 음극재료로 변환할

“A second life for mobile phone batteries in LED solar

수 있게 한 것으로,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가진 탄소분자재료가 원자·분자 수준의 매우 정밀한 설계를 통해

home system”,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연구결과는 다음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태양전지 판넬, 12볼트 LED 램프, 삼성 갤럭시 노트 2 배터리 3개로 구성된 시험용 시스템

“Carbon-Rich Active Materials with Macrocyclic Nanochannels for High-Capacity

새로운 음극재 CNAP의 분자 구조

Journal of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http://scitation.aip.org/content/aip/journal/jrse/ 8 / 2 / 10.1063

Negative Electrodes in All-Solid-State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Small

최근 경희대 연구진이 수명이 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태양광 LED

/ 1.4944967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smll.201600916/abstract;jsession-

램프의 에너지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모델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출처 NANOWERK, 2016/04/19·http://www.nanowerk.com/

id=E83CC58F1DD5C729455ACB882D74145D.f02t04

있다. 폐기물 감소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에 에너지 저장소를 제공할

news2/green/newsid=43175.php·화학정보팀

출처 JST, 2016/05/14·http://www.jst.go.jp/pr/announce/20160514/index.html·화학정보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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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KISTI- 에너지(연)- 원자력(연) 슈퍼컴 활용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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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 KIST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5월 31일 KISTI 대전 본원에서 슈퍼컴퓨팅 기반 계산과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
개발 생산성 향상의 방안으로 출연연의 계산과학 활용 활성화를 추
진하면서 마련됐다. 계산과학은 고성능 컴퓨터 계산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계산과학 활용
R&D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공동연구·기술협력, ▲계산과학 데이
터 공유, ▲계산과학 플랫폼 개발·교육·기술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KISTI의 슈퍼컴퓨팅 계산과학 인프라를 중심으로 각 기

탄소자원화 전략 간담회 에너지(연)서 개최… 화학(연)·에너지(연)·

관은 공동 R&D 시범과제를 진행한다. 화학(연)은 시범과제로 태양전지 효율증진에 필요한 구조 설계를 가상실험으로 진행해 신소재 개발 기

지질자원(연) 참여

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KISTI와 에너지(연)은 전지에 쓰이는 고에너지 밀도 소재의 핵심 요소와 원리를 계산과학으로 밝혀낼 예정이다. 이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3일 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빌딩 대회의실에서 홍남기

날 업무협약과 함께 출연연 계산과학 활성화 워크숍도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계산과학 연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슈퍼컴퓨팅이 R&D

미래부 1차관, 김진우 미래부 원천기술과장, 최도영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장,

효율성 향상에 미칠 영향 등에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은 “계산과학은 출연연이 선도형 R&D 체계로

출연연 중견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자원화 전략’을 위한 간담회를

나아가기 위한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출연연이 슈퍼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졌다. 이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보고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남기 차관은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상용화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홍 차관은 “탄소자원화는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과기자문회의 보고로 끝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연구 현장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업을 통한 효과 극대화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출연연에서는 각자의 고유 분야 연구를 정진하는데 그치지 말고
출연연 및 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탄소자원화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학(연), 체코 ICPF·UCT프라하와 분리막 분야 MOU 체결

과학의 날 과학유공자 포상… 화학(연)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4명

정제를 위한 분리막 공정기술개발사업’의 총괄을 맡아 연구에 참여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양일간 차례로 체코

제4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이 연구결과가 담긴 ‘폴리설폰 중공사 막모듈을 이용한 자동차 연료용

기초화학공정연구소(ICPF), 화학기술연구소 프라하(UCT

‘과학기술 진흥 유공자 포상식’에서 화학(연)은 국무총리 표창 1명,

고순도 바이오메탄 분리공정연구’라는 논문이 한국막학회 학술지

프라하)와 분리막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장관 표창 4명 등 모두 5명이 수상했다. 허정녕(의약바이오연구본부)

2014년 6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분리막·녹색화학 관련

책임연구원이 대장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기술이전한 공로를

기술 공동개발, 인력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한 후보물질은 탄키라

고영관·김영운·노준홍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특히 화학(연)과 화학기술연구소 프라하는 단기교류프로

제 효소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2016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한국화학연구원 고영관·

그램과 석사과정 연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적이 없는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약물이다.

김영운 책임연구원, 노준홍 선임연구원 등 3명의 성과가 선정됐다.

연구자와 직원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바이오화학 기술의 산업화 기틀을 마련한 유주현(융합화학

고영관(의약바이오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혁신 신물질제초제

또한 양 기관은 공동연구 과제 도출을 위해 공동 워크숍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고부가가치 녹색 화학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Tiafenacil’ 개발과 기술이전, 김영운(융합화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과 연구자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화학기술연구소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종선(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친환경

동·식물유 폐자원을 활용한 화학원료의 고부가화 기술개발, 노준홍

197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우수연구기관이다.

바이오플라스틱 PLA의 제조 촉매기술을 개발한 황동원(탄소자원화연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금속

이어 이규호 원장은 지난 5월 19일 프라하에서 열린

구소) 책임연구원, 표적항암제 HDAC 억제제·ALK저해 항암제 후보

할로겐화물 태양전지 기술개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가연구개발

PERMEA&MELPRO 2016 학회에 참석해 화학(연)의 수처리

물질을 개발한 정희정(의약바이오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등 4명이

우수성과 100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06년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

분야 분리막 연구현황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규호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식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 중 100개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원장은 5일간의 체코 일정을 소화하고 지난 5월 20일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은 7월 7일 열렸다.

귀국했다.
김정훈 책임연구원, 한국막학회 학술상 수상
김정훈 탄소자원화연구소 온실가스분리회수 그룹장이 지난 5월 12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부터 양일 간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막학회 춘계총회 및 학술

한국화학연구원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발표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막학회 학술상은 최근 2년간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나 36주 이후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1일 근로시간 중 2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한국막학회에 우수한 논문을 투고하고,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미만인 경우, 단축제도 적용을 받더라도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어야한다. 희망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정훈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환경부

부서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총무복지팀에 제출하면 된다.

Non-CO2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음식물 처리장 내 바이오메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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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아다마과기대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한국화학연구원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가의 소외질병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www.krict.re.kr

5월 26일 에티오피아에서 아다마과학기술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를 강화하기로 했다. 화학(연)은 아다마과기대의 소외질병 치료제 연구역량강화와 인력

한국화학연구원
청렴 뉴스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외질병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 결핵,
뎅기열 등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말한다. 이규호 원장은 “과학기술 공정개발원조를 통해 아프리카 소외질병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학(연)의 축적된 신약개발 연구역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RICT 디딤돌사업 멤버십기업 협약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 6월 22일 울산 융합화학
연구본부에서 화학분야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KRICT 디딤돌사업
멤버십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규호 화학(연) 원장,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
권수용 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신규 멤버십 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16년 조직성과목표 협약식 개최

2/4분기 간추린 청렴 소식
➊ 본부별 워크숍 청렴·소통교육 실시
2개월(5월~6월) 동안 진행된
본부별 워크숍에서 정승호 청렴
강사의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란 주제로 전 직원 청렴교육
을 실시했다.
➋ 자체청렴도(외부) 조사 실시

이날 행사에는 KRICT 멤버십기업 100개 중 30개의

지난 6월 초, 구매·계약업무 외부업체(100개)를 대상으로 자체

지역멤버십기업으로 구성된 울산 멤버십기업협의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연구원 청렴도 향상을

발족식이 열렸다. 울산 멤버십기업협의체는 화학(연)과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2016년 조직성과목표 협약식이 지난 5월 2일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보직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R&D 역량 강화를 위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식은 각 본부에서 확정한 올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화학(연)은 전직 공장장 출신의

조직성과목표를 공유하고, 각 부서장들이 함께 목표 달성의지를 다지는 화합의

울산시 전문경력인사지원센터 위원을 기술멘토링

장으로 치러졌다.

담당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규호 원장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중소
‘미술관에 간 화학자’ 주제

기업 지원”이라며 “화학(연)은 국내 유일의 화학전문

KRICT I 3 포럼 개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화학 관련 중소기업을 적극

과학에 예술을 더한 강연이

육성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배출하는 전진기지가

열렸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➌ 청렴동아리 활동 추진
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갑천변 환경 정리, 청렴간담회,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1, 2차 청렴동아리 활동을
실시했다.
➍ M IS 전직원 청렴 교육
전직원 대상 MIS 청렴교육을 18회에 걸쳐 진행한다. 청렴서약서

저자인 전창림 홍익대 바이오

작성과 행동강령 문제풀이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업무 속 청렴

화학공학과 교수가 화학자의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눈으로 바라본 명화 속 숨겨
진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번
강연은 KRICT I 3 (Imagination·Idea·Innovation) 포럼의 일환으로 지난

Quiz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8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정답을

➎ 전직원 성금모금 추진

보내주세요. 선착순 5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불의의 사고를 당한 노국윤 군을 돕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1백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6월 30일 행정동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 교수는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화학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해 강연 내내 큰 호응을 얻었다.

3/4분기 청렴 활동 계획

특히 렘브란트의 어두운 그림 속에 숨겨진 화학물질을 설명하는 등 명화에 대

➊ 내·외부청렴도 개선활동(계속)

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줬다. 또한 서양화가뿐 아니라 우리 화가 신윤복도 조명

➋ 직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제정 검토

해 흥미를 더했다.

➌ 청렴서한문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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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이벤트

2.

연구원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 기준에 대해
정한 내부 규정의 명칭은? (힌트 : 임직원 0000)
연구원은 부패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도 징계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O / X)
* 제출처 eskang@krict.re.kr

※ 전분기 이벤트 당첨자(5명) : 정희정, 양현서, 황순희, 최영민,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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