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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미래 성장동력, 의료산업

2014년에 발표된 미래유망기술 중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산업’이다. 주요 국가의 정부는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2차 혁신전략’에서 의료분야를 중점 육성할 핵심 분야로 
선정했고, 일본은 ‘재흥전략’에서 국민의 건강수명 신장을 
주요 전략시장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융합 기술

최근 강조되는 분야간 교류와 융합은 이전의 학제간 연구와 달리 
공학과 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시야에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류와 융합의 사례들은 ‘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거창한 거시적 기획에서 
출발하기보다 작지만 결정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융합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기후변화로 바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롭게 열린 
북극항로 운항에도, 기후변화의 또 다른 위협인 
녹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과학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을 막으며 
대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데 유용한 고효율 이차전지가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온몸으로 느끼는 스마트한 생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올해 83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이 2020년에는 
1350억 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감 영상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3D를 넘어 4D로 발전할 뿐 아니라 홀로그램 같은 첨단 기법이 
접목되고 있다. 한국도 정부 주도로 안경 없이 3D TV를 볼 수 있는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과학기술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요소들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서비스가 아닌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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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과학기술에 

새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이제 더 이상 경제발전의 단편적 수단

이 아니라, 고령화와 질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에너지 고갈, 물 부족처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이 더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

고 있습니다.  

1966년 설립 이래 KIST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였

습니다. KIST는 에너지, 환경, 건강, 정보·전자 등 각종 연구 분야의 창의

적 연구성과를 학계와 산업계에 보급하고, 과학기술 인재 배출과 함께 여

러 이공계 연구소를 탄생시키며 국가 과학기술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KIST는 조만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준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장차 도래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뇌과

학 및 차세대 반도체 등 선제적 기초연구, 치매 및 녹조 등 초고령화 사회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미래 자원확보 원천기술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

다. 이러한 시점에서 KIST 연구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통해 향후 어

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예측하고, 어떤 장애요인들을 극복해 나

가야 할 것인지 가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공동집필한 것으로 집필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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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미리 내다보기 

금동화(KIST 석좌연구원)

인류는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기술과 과학을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다. 

농경문화로 시작한 사회는 산업혁명을 걸치며 급속히 변화하여, 정보화 시

대를 넘어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 인력 등 양적 투입 

요소보다 지식과 지혜로 풍요로운 문명을 구가하며 살고 있다. 이런 밑바탕

에 과학 및 기술이 있으며, 이것이 인문, 사회, 예술 및 스포츠 문명을 더욱 

살찌게 해 주는 자양분이다. 우리나라가 저개발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동력도 이것이었고 또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이끌 힘도 역시 과학과 

기술이다.

과학기술에 거는 새로운 기대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동안 앞선 나라들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과 훈련 시스템, 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왔다. 지금까지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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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 체질에 맞도록 개선·개량하는 패러다임으로 훌

륭한 나라가 되었다. 시장경제와 시민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골고루 행

복한 복지국가로 더욱 발전하려면, 국가 운영 패러다임과 산업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앞서 미래를 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만드는 향

도(嚮導)가 되어야 한다. 공부 잘하는 데서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답을 

만드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이 문명 발달

의 원동력이었음은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를 바라보고, 이를 이

끌 과학과 기술을 전망해야 하는 당위성이자 곧 설득력이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창조경제를 국가 

발전 화두로 삼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가

려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부처, 국공립 연구기관, 여러 학술 단체와 조

직들이 임무와 전문성에 걸맞은 전망과 비전 및 전략을 새롭게 다듬는 이

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활동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유수 조

직과 기관도 다르지 않다. 특히 미래를 크게 바꿀 과학과 기술 트렌드를 찾

아내 앞으로 발전 전망과 경로를 예측하여 그리로 역량을 집중하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왔다. KIST의 리더십은 다른 연구소, 학교 및 산업계에 전파되어 크고 작

은 성공사례를 만든 힘이 되어왔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가자는 기운

이 왕성한 시점에서 KIST가 앞을 내다보는 과학기술 전망 보고서를 내는 

작업은 그간의 전통을 잇는 일이다. 다름이 있다면, ‘글로벌’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합당한 주제와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의 복잡성이 커지고 FTA의 사례에서도 보듯 한 덩어리의 경

제권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확대됨에도 국가, 산업 및 기업 사이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다. 정치적 후

진성과 침체에서 벗어난 인구와 자원 대국들(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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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하였다. 

접해보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골칫거리

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어떤 기술과 응용 분야

가 성공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확률이 높은 방법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전망 보고서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또 거기에 새

로운 꾀와 배전의 노력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

아갈 수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뒤처지거나 한 걸음 

뒤의 추격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일이 

강을 거슬러 저어가는 배처럼 나가지 않으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이다.(行舟逆流 不進則退) 

세계가 바라본 미래유망기술

미래에는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 이를 살펴보려면 경제와 산업의 전망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현대 산업의 근간이고, 반대로 경제상황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경향을 좌우하는 만큼 경제전망이 과학기술의 풍향

계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한 해를 예상해보자. 2014년은 세계 경제가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2%를 기록한 세계경제 성장률은 유로존 

위기라는 악재를 만나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3년에는 2.9%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14년에는 성장률이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

제위기가 재발할 위험과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이며, 중국 제조업이 경착륙 

할 위험성이 줄어든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제적인 경쟁 여건은 더 치열해진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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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에서 보듯, 미래 주도권의 열쇠가 될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신, 교통, 에너지, 환경, 보건의료 등 모든 산업분야에 게임 규

칙을 바꿀 새로운 트렌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

드 카,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셰일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도우미 

로봇과 극한 환경 로봇, 3D 생산과 사물 인터넷, 바이오 신약과 줄기세포 

치료 등 새로운 기운이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미래예측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공과대

학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친환경 에

너지, 예방 의료, 소셜 미디어를 주요 유망 분야로 예측했다. 특히 눈에 띄

는 분야가 고효율 태양전지와 ‘슈퍼 그리드’로 에너지·환경 분야의 중요

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 부문에서는 DNA 분석기술과 나노포어 

분석기술, 줄기세포 기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미국 국가정보 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해외기관의 분야별 주요 유망 기술

SDx : Software Defined Anything의 약자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IT 인프라를 의미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인터넷 기반의 솔루션을 임대방식으로 서비스 받는 시스템

PaaS(Platform as a Service) :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임대방식으로 서비스 받는 시스템

출처 : 미래기술백서 20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분야 주요 유망 기술

ICT 기술

모바일 컴퓨팅
스마트 워치,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SDx, SaaS, PaaS 등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다양한 센서 기술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보안 생체인식 보안, 새로운 보안 모형 등

생산기술 첨삭 가공(3D 프린팅) 등

로봇기술 다기능 로봇, 인체강화 로봇 등

이동수단 자율주행차량 등

자원 및 에너지 물 관리,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탐사, 전력 시스템 관리 등

의료 및 보건 DNA 진단, 약물 전달, 뇌 의료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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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정밀 농업, 물 관리처럼 필수자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는 기술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태양전지와 진단 및 진료

기술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로봇공학과 인체 개조 기술 또한 유망

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기관의 예측은 향후 산업적으로 유망한 분야를 파

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McKinsey Global Institute는 2025년까지 인류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킬 12대 기술

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모바일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영역일 것으로 내다

보았으며,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과 같은 IT 관련 분야도 주목했다. 

무인자동차, 로봇 기술, 첨단 석유 채굴 및 탐사 기술도 주요 기술로 선정

되어 사실상 ICT를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맥킨지의 예측에 따르면, 12개 기술이 일으킬 경제적 파급효과

는 2025년까지 14~33조 달러(약 1경 4000조 원~3경 3000조 원)에 달할 것이

라고 한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ICT 중심의 융합형, 창조형 기술을 중심으로 의료 

및 보건 관련 기술과 에너지 기술, 신규 소재가 중요하다고 내다보았다. 

KIST가 바라본 미래유망기술

KIST는 연구소의 중점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국·내외 자료를 참고

하여 다음 여섯 분야를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하였다. 여섯 분야는 국내 현안

과 세계적인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대비해야 할 연구개발 활동을 간추

린 것이다. 연구개발이 창조형으로 나아가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원천분야다.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보면, 시장이 형성되기 이

전 단계에서부터 선점효과를 노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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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응용 연구와 단

기간 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당장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분야는 매우 취약하다. 기

초원천 분야는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고 성숙도를 높이는 소요 비용이 큰 

대신, 투입에 따른 열매를 수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는 실패 

가능성도 높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그러나 기

초분야는 원천기술 개발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계 시장에서 선두 경쟁을 하

고 수출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한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첨단 제품의 제조와 디자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세계 상위 수준의 연구 인력과 연구개발 성과도 산

출하고 있다. 정책적 의지를 갖고 GDP 4%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입

하고 있다. 불확실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에 충분

한 자산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현재의 기조를 충실하게 밀고 나갈 견고한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2014년은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중점분야 주요내용

첨단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산업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연구 중인 예방, 진단, 치료, 신약 등의 
분야에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과학기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R&D, 뇌과학처럼 개인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보건 이슈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온몸으로 느끼는 
스마트한 생활

현실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및 제어기기 시장에 
대응하는 ICT 기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융합 기술

상이한 분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신규 산업분야를 
개척하는 기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화석연료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기후변화 예방과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기술





뇌 전기 자극을 이용한 통증 조절 기법

⋮

자연이 준 선물 ‘천연물 신약’

⋮

염기서열 분석기술, 맞춤의료의 문을 열다

첨단 미래 성장동력, 
의료산업

PART 1

Biomedic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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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산업 동향과 전망

연초에는 세계 여러 기관과 국가 정부에서 저마다 미래유망산업과 전략을 

내놓는다. 2014년에 발표된 미래유망기술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

가 바로 ‘의료산업’이다. 주요 국가의 정부는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

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2011년 발표한 ‘2차 혁신전략’에서 의료분야를 중점 육성할 핵

심 분야로 선정했고, 일본은 2010년 발표한 ‘재흥전략’에서 국민의 건강수

명 신장을 주요 전략시장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독일 역시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분야를 2020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할 프로젝트로 지

정했고 중국은 7대 신성장산업 중 바이오산업의 하위분야로 의약 및 의학

공정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1세기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약학 분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사회는 현대 선진국들이 지닌 공통적인 고민거

리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여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20~40대에 이르는 핵심 생산연령대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층 인구는 늘어나 가용 노동력

은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은 8%에서 12%로 늘었다. 노인의료비 역시 연평균 15%에 달할 정도로 가

파른 상승세다. 향후 2016년까지 노인인구 비중이 13.4%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며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 역시 연평균 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만성질환 증가도 의료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또 

다른 축이다.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풍족해지면서 국내에서 당뇨, 비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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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증, 소화기관장애 등 만성질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

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60.5%가 세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노년층에 집중되던 만성질환 환자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도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

상 성인 중 약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유병률은 약 10%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 시장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의 특성상 발병여부와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검진시장도 크게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산업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대의 제약 시장인 아시아의 경우 연평균 12%

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다. 특히 

아프리카가 뜨거운 감자다. 오랜 기간의 정치불안과 낮은 구매력으로 외

면받던 시장인 아프리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제약산업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의약전문 조사업체 IMS 헬스

는 2012년 18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였던 아프리카 제약시장이 연평균 

10.6%씩 성장해 2020년에는 450억 달러(약 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

다. 아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도 매력적이지

만 ‘저개발국의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한다’는 사업목적도 있어 명분과 실

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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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성장

률이 둔화됐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성장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

계라는 평가다. 주요 약품들의 특허

가 만료되면서 일반의약품 시장이 활

성화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바이오피닉스

는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까지 1조 4000억 달러(약 1460조 원)

까지 성장하고 이 중 약 3505억 달러(약 370조 원)가 바이오의약품에 해당

한다고 전망했다.

국제 의약품 시장 확대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제약산업계, 학계

의 협의체인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기획단Dynamic BIO’를 발족하여 운영하

고 있다. 기획단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교

육 및 홍보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한다. 산업계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

추어 움직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지만 꾸

준히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물 신약 개발도 한창이다.

아쉬운 점은 국내 의약품 및 진단 관련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다. 특히 의약품 관련 분야 중 일부는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2013

✽바이오 시밀러: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효능, 품질, 안정성 

등이 동등한 의약품

글로벌 의약품 시장 추이

 2006년 2010년 2020년

6940

8370

1조 4000

762
1442

2600

4 22
905

전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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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자료에 따르면 의료 분야는 최고 수준인 미국 대비 77.6%의 

기술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원격진료기술과 같은 IT 융합 

분야는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선도그룹에 해당하지만 재활치료기술, 맞

춤형 신약개발기술, 감염병 대응기술과 같은 기초의학분야가 선진국 대비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연구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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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전기 

자극을 

이용한 

통증 조절 기법

B i o m e d i c A l  i n d u s T R y

조제원(신경과학연구단)

jeiwon@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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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까? 정신 상태가 올바른 사람 중에서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통증은 ‘신

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경험하는 불쾌한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으로는 신체 조직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이나 손상뿐 아니

라 정신적 스트레스, 충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우리가 병원을 찾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쾌감

사실 통증은 불쾌한 경험이고 일상생

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은 현상이지만, 우리 몸에 생긴 이

상과 조직의 손상을 알려줘 더 큰 위

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경

통증은 불쾌한 감정이지만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려

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통증이 불쾌하지 않았다면 

생물이 위해를 적극적으로 피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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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역할을 하며, 손상된 조직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돼 손상된 부위를 보호

한다는 점에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통증은 지속되는 기간, 원인, 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립적인 자극을 극심한 통증으로 느끼는 이질 통증allodynia과 수술이나 사

고로 절단돼 존재하지 않는 신체부위에서 느끼는 환상통phantom pain 등 다양

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 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통증intractable pain처럼 기존 

약물로는 치료할 수 없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크고 작은 통증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달되는데, 대표적인 전달 

경로로는 말초 수용체에서 감지된 통증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척수시상경

로spinothalamic pathway가 있다. 이 경로는 말초 신경계에서 포착된 통증 신호

를 척수와 뇌간 그리고 시상을 거쳐 뇌의 감각피질로 전달한다. 이 중 시상

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정보를 감각피질로 전달할지 차단할지를 결정

하는 감각통제기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는 시상이 모든 감각 정보를 감각피질로 전달해 의식 활동이 가능

하게 해 주지만, 수면 중에는 대부분의 감각정보를 차단해 우리가 깨지 않

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이미 감지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경로

도 존재한다, 주로 뇌간의 도수관주변회백질PAG: PeriAqueductalGray 또는 망상

체reticular formation에서 척수로 이어지는 경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말초신

경을 타고 들어오는 통증신호를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아편유도체opiate를 

분비해 척수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 분류

분류기준 명칭

통증 기간 급성통증, 만성통증

통증 원인 말초성통증(감각통), 중추성통증(신경통)

통증 부위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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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로 향하는(상향) 통증 신호

말단으로 향하는(하향) 억제 신호

말단으로 향하는(하향) 흥분 신호

통증자극이나 조직의 손상이 
통증에 특화된 신경수용체인 통각수용체가 
신경 신호를 척수를 통해 보내도록 자극1

생각, 감정, 믿음 등이 통증 신호를 
개인적인 고통의 경험으로 변환하여 
인지3

배측각sorsal horn 또는 척수에 들어온 
통증 신호 중 일부는 연합뉴런의 작용으로 
증폭되거나 감소되어 뇌로 전달2

뇌의 특정 영역들이 통증신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경신호를 척수로 내려보냄4

운동신경

연합뉴런
척수

배측각

척후근신경통증신경

체감각피질
somatosensory cortex

뇌섬엽
insular cortex

시상
thalamus

편도체
amygdala

전전두엽
prefrontal cortex

전측대상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

통각수용체

심리학적 치료
psychological treatment

©Canadian Pain Society

작용부위 주요 처방

 말초신경계의 통각수용체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s, 트라마
돌tramadol, 마약성진통제opioids, 통각수용체 길항제vanilloid receptor 

antagonists 

 말초신경계의 통증신경
국부마취제local anaesthetics, 가바펜티노이드gabapentinoid를 제외한 
항경련제anticonvulsants 

 중추신경계 중 뇌의 여러 부위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가바펜티노이드를 제외한 항경련
제, 카나비노이드, 마약성진통제, 트라마돌

 척수의 하향 억제 경로
카나비노이드, 마약성진통제, 트라마돌, 심환계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SNRIs

 배측각 및 척수
항경련제, 카나비노이드, 가바펜티노이드, N-메틸-D-아스파르
트산 수용체 길항제NMDA receptor antagonists, 마약성진통제, 트라마
돌, 심환계항우울제,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

통증 신호의 전달과정과 진통제의 작용부위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진통제마다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므로 적합한 상황에 맞는 약물

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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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통증을 제어하는 약물요법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물 요법과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

이 있다. DBS 요법은 뇌의 특정부위에 전기자극을 줘서 통증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아직까지는 약물 요법이 주로 쓰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통제하기 

힘든 통증을 줄이기 위해 DBS 요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진통제 대부분은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

로스타글라딘prostaglandin, 브라디키닌bradykinin, 세로토닌serotonin, 히스타민

histamine 등 국소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도록 말초신경계에서 차단해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작용 메커니즘은 조금씩 다르

양귀비의 꼬투리와 씨앗. 양귀비에서 얻은 아편은 오랜 역사 동안 마취제나 진통제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기록은 고

대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편성 진통제는 부작용이 심해 현대에는 함부로 처방하지 않는다.



25첨단 미래 성장동력, 의료산업 | Biomedical Industry

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비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약성 진통제로 

가장 잘 알려진 모르핀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유도체 계통의 약물로, 

암과 같이 일반적인 진통제가 듣지 않는 극심한 통증에 주로 쓰인다. 마약

성 진통제는 척수나 뇌간brain stem에서 작용해 통증 신호가 뇌의 감각피질

sensory cortex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한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에 대한 내성이나 진정작용, 정신병증

psychosis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급작스

럽게 많은 용량을 쓸 경우 호흡계를 억제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다행히 만성적인 암 통증 환자에게는 중독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덜

하다고 알려졌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처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

다. 최근에는 모르핀의 부작용을 줄여 중등도의 통증에 쓸 수 있는 약물이 

다양하게 개발됐지만 이들 역시 향정신성 약물로 지정해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루기 힘든 통증이 존

재한다는 데 있다. 신경증적 통증neuropathic pain은 체감각신경계somatosensory 

system의 신경이 손상되거나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통

증이다. 통각과민증hyperalgesia, 이상감각parasthesia & dysesthesia과 이질통증

allodynia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증상과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존 약물 

치료로는 충분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비마약성 
진통제

소염진통제(NSAIDS)
아스피린,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멜록시캄, 
쎄레콕시브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마약성 진통제(아편계 진통제)
아편, 모르핀, 코데인, 메타돈, 펜티딘(데메롤), 
옥시코돈

진통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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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근본부터 조절한다

1950년도에 처음 소개된 DBS 요법은 특정 뇌 부위에 전극을 삽입한 뒤 전

기 자극을 줘서 신경세포의 활동을 제어해 뇌 기능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통증 치료에 가장 먼저 도입됐으며 그 이후 다양한 뇌 질환의 새로운 치료

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운동성 뇌

질환, 통증질환, 치매, 우울증, 비만, 기면증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근에는 운동성 질환, 특히 파킨슨병의 경우, 미국 식품의

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아 활발한 시술이 이뤄지고 있

으며 나머지 뇌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통증조절을 위한 DBS 요법은 통증과 관련된 뇌 부위에 전극을 삽입해 

통증신호를 조절하는 신경세포를 전기적으로 자극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통증조절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PAG, 망상체, 

감각시상sensory thalamus뿐 아니라 운동피질motor cortex 등과 같은 다양한 뇌 

부위를 상대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국내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현재 통증조절을 위한 DBS 요법은 몇 가지 이유로 그 효과를 검증받

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PAG를 자극하면 척수에서 아편 성분의 신경전

달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감각시상을 자극하는 경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통증조절에서 DBS 요법의 효용성이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통증의 증상과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통증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회로의 작동 원리와 

이 회로 내에서 통증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

이기도 하다. 

물론 DBS 요법이 모든 질병에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다, 파킨슨병 환

자 중에서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이 요법은 매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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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치료술로 자리잡았으며 국내에서도 많이 시술되고 있다. 파킨슨병

의 경우 관련 뇌 기저핵basal ganglia 회로와 작동원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밝

혀져 있기 때문에 회로의 일부인 시상밑핵subthalmic nucleus을 억제하는 전기 

자극을 줘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통증관련 

뇌 회로와 작동원리를 더 자세히 밝힌다면 더 효과적인 DBS 요법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통증조절의 경우, 감각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감각시상의 통증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면 뇌 감각피질로 전

달되는 통증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조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감각시상이 통증에 대한 DBS 요법을 적용할 가장 적절한 후

보로 여겨졌지만 이 요법의 효과가 일관성이 없었던 이유는 감각시상세포

뇌심부자극술DBS: Deep Brain Stimulation

시상밑핵에 전극을 연결하여 통증의 중추에 직접 자극을 가함으로써 통증을 제어한다.

뇌 관상면에 표시한 DBS 전극의 위치

뇌 관상면 절단부위
전극 연결선 코일

연결선

DBS 연결부

펄스 발생기/신경자극기

연결선

전극

시상밑핵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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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떻게 통증신호의 흐름을 통제하

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감각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정보가 감각피질로 

전달되기 전에 지나는 마지막 관문인

데, 감각시상의 신경세포들은 발화패

턴을 바꿔가며 감각정보를 통과시키

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감각

시상세포는 두 가지 발화패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긴장성 발

화tonic firing는 한 번에 신경세포를 흥

분시키는 활동전위action potential가 하

나씩 발생하며 이를 통해 감각정보가 

감각피질로 전달된다. 또 다른 발화

패턴인 폭발성 발화burst firing는 한 번

에 2개 이상의 전기신호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데, 이 전기신호의 전

후로 신경세포의 발화가 약 0.1~0.2

초 동안 억제된다. 신경세포가 억제

돼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척수에서 들어오는 감각정보가 차단

돼 감각피질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

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최근 KIST 신경과학연구단이 의

식이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감각시상에 감각시상세포의 폭발성 발화를 모방

2006년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무하마드 알리. 알리

는 38세부터 파킨슨병을 앓아 왔다. 파킨슨병은 대표

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후라 사실상 완치가 불가

능하다. DBS는 중증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

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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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기 자극을 주면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지금까지 임상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화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신경세포

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고주파의 전기 자극만을 사용한 경향이 있다. 고

주파 전기 자극은 신경세포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목표로 하는 신

경세포 외의 세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발화패턴이 통증감소를 위한 DBS 요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는 최근 KIST 신경과학연구단에서 생쥐를 이용한 DBS 요법 연구에서

도 명확하게 밝혀졌다. 실제 통증에 반응하는 시상신경세포의 폭발성 발화 

패턴을 모방해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염증성 통증 반응이 현저하게 감소했

기 때문이다. 결국 DBS 요법을 이용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통증조

절의 회로 및 작동원리, 즉 단일 신경세포의 활동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해

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간은 생쥐보다 

©Huh & Cho, 2013

생쥐 시상의 DBS 시술 방법(왼쪽)과 DBS 폭발성 발화에 따른 통증 감소 효과(오른쪽). 생쥐의 시상에 이르는 전극을 

삽입하여 직접 자극한다.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x축은 지속시간, y축은 통증반응을 나타내며,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

는 동안 염증성 통증 반응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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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에 관련된 뇌 회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생쥐보다 인간에 가까운 유

인원류를 이용한 확인 연구가 선행된다면 이 요법을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증치료를 위한 DBS 요법의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상에 대한 DBS 요법은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통증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한 임상 연구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DBS 

요법을 위해 생체에 적합한 전극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다만 DBS 요법은 

외과적인 시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DBS 요법은 뇌에서 정보를 직접 읽고 자극한다는 점에서 BCI 기술과 접점이 있다. 현재는 뇌파를 읽어들여 생각한 

바와 유사한 신호를 전송하는 정도지만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뇌와 기계가 자극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은 G-Tech 메디컬 엔지니어링의 연구원이 BCI 장비를 쓰고 있는 모습. 

©Nicolas Ferrando, Lois Lammerh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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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 장비들이 소형화되면서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DBS 요법은 뇌

자기 자극법TMS : Transcranial-Magnetic Stimulation과 같이 외과적 시술이 필요 없

는 기법이 발전할수록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기 DBS 장비는 전

력공급원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년간 지속

되는 전지가 개발되면서 불편을 최소화했다.

DBS 요법은 파킨슨병의 경우처럼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궁

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통증의 증상이나 

원인별로 뇌 회로와 그 작동원리를 상세하게 확립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DBS 요법의 발달은 약물 치료를 대체

하는 치료법이라는 의미를 넘어, 최근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 Brain-Computer Interface와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의 발달과도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달속

도와 상용화 속도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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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의 12.2%로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국들은 이 수치가 14%를 훌쩍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웰빙(참살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에 따른 여러 질환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질환

에 걸리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 늦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서, 주요 질환과 관련된 식품과 약물 개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천연물 신약

신약개발 분야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학 합성하기 위해 적당한 화

합물을 찾거나 만드는 데 집중됐다. 이제는 웰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분자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같은 과학기술에 힘입어 천연물에서 해법을 찾

으려는 시도가 급격히 늘었다. 대표적으로 2003년 미국의 〈화학공학뉴스

Chemical & Engineering News〉는 표지에 ‘천연물의 재발견’이라는 특집을 소개하

며 천연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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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전통 중약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중국이 세계 천연물 신약 시장에 뛰

어들었다. 

국내에서도 쑥 추출물을 이용해 위염 치료제로 개발한 ‘스티렌’이 공

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스티렌은 해

마다 9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며 천연물신

약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각 제약사마다 천연물신약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천연물신약의 영역을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와 신경계 약물, 항암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중

장기적으로 천연물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어 천연물신약은 제약계의 새로

운 시장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추진 중인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은 3차 개발 단계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연구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 2011년부터 5년간 725억 원을 투자

해 만성·난치성,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천연물신약

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제약사들이 천연물신약 개발에 적

극적인 이유로는 한약, 생약과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기본적

인 임상과 독성 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 신약후보를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비임상 이전

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또 다음

에 소개하는 ‘상업적으로 성공

한 연구개발R&D’에서 나타나듯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

‘스티렌’과 함께 화제를 모은 천연물 신약의 히트상품, ‘레

일라’정. 전통 생약 중 관절 보호와 치료에 효능이 있는 12

가지 약재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물 신약이다.

ⓒ한국피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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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국내 신약 누적 매출

제품명 회사명 허가일 총 개발비 복지부 지원액 누적 매출액

선플라주 SK케미칼 1999.07.15 81 11 81

이지에프외용액 대웅제약 2001.05.30 12 14 80

큐록신정 JW중외제약 2001.12.17 50 2 120

슈도박신정 CJ제일제당 2003.05.28 - 7 -

캄토벨주 종근당 2003.10.22 150 39 177

자이데나정 동아제약 2005.11.29 200 22 919

레보비르캡슐 부광약품 2006.11.13 509 17 652

엠빅스정 SK케미칼 2007.07.18 150 16 102

놀텍정 일양약품 2008.10.28 500 21 25

카나브정 보령제약 2010.09.09 250 30 100

슈펙트캡슐 일양약품 2012.01.05 300 49 -

듀비에정 종근당 2013.07.04 250 11 -

합계 2,452 238 2,256

ⓒ의약뉴스(2013. 10.15)

복지부 지원 신약 개발비 대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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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중에서 천연물신약의 경쟁력은 다른 방법으로 개발된 신약에 비해 경쟁

력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뒷받침해 준다. 정부에서 지원한 신약 

개발 과제를 보더라도 ‘천연물신약’은 개발비 대비 효과가 뛰어나, 스티렌

의 경우 15배 넘는 누적 매출을 이루어 낸 반면, 기타 국산 신약은 개발비

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풍부한 생약 정보에 비해 연구는 미흡

현재 해외 천연물신약 개발은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임상단계에 있는 품목으로는 슈바베Schwabe 사에서 천수근을 활용

한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 츠무라Tsumura 사에서 시박탕을 활용하여 개

발한 천식치료제 등을 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천연물의약

품의 글로벌시장 전망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0년경 고혈압, 당뇨, 관절염, 퇴행성 뇌질환 등 만성 질환이 전체 질병

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료

분야의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증대와 생활패턴 변화와 맞

물려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유망한 

제품명 회사명 허가일 총 개발비 복지부 지원액 누적 매출액

조인스정 SK케미칼 2001.07.10 60 3 1,590

스티렌정 동아제약 2005.04.29 200 10 3,158

시네츄라시럽 안국약품 2011.03.11 63 5 100

레일라정 한국PMG제약 2012.03.13 69 5 -

합계 2,392 22 4,848

ⓒ의약뉴스(2013. 10.15)

복지부 지원 천연물신약 개발비 대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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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의약품을 꼽자면 노화억제제, 항암면역 강화 제제, 비만방지 뷰티 

제제, 성인병 예방 및 개선 제제, 건강유지 향상 제제,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개선 제제 등이 해당된다.

세계와 비교해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기술수준은 특히 임상분야

에서 뒤처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내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는 제형연구, 약물전달연구, 생물화학적 

동등성 연구 등의 경험이 꾸준히 쌓이면서 임상 시험수준이 높아졌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전문 CRO인 씨앤알리서치도 국내 CRO 산

업이 해마다 30% 넘는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규모나 사업범위 측면에

서 여전히 세계 수준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이 한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천연물신약 개발에 성공하

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슈바베 사는 국내 기업에 앞서 ‘천수근’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을 개발했다. 천

연물 신약 개발은 유럽에서 오히려 더 활발한 편이다.

©Schwabe 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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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산 공정 분야는 표준화된 생산공정 기술이 미흡

한 실정이며, 천연물신약의 특징에 맞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기초, 중개 

연구를 거친 천연물신약 후보 물질이 성공적인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기준, 전문 임상·비임상 지원기

관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KIST 천연의약센터, 

사포닌 극대화 인삼 신가공 기술 개발

KIST 연구팀은 홍삼의 핵심 성분인 Rg3, Rk1, Rg5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월등히 강화시킨 인삼 의약품 원료인 KMxG를 2013년 ㈜풍림무약에  기술

이전했다.  

전통적으로 인삼 성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9증 9포 가공법’이 많이 쓰

였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공정을 거치면 독성을 줄이면서 인체에  필요

한 유효성분의 흡수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

천연물 케미컬은행>> >>

>>

1차 활성평가

화합물 분리 및 구조 결정

생약추출물·
주화합물에 중점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화합물과 동일한 규정의 
독성시험수행)

규격 및 제제화 연구

새로운 원료 규격과 제형 생성
(화합물 의약품 

개발과정과 유사)

활성 추출물 선정 활성 화합물 선정>> >>

>>
>>

>>

2차 활성평가

선도물질 최적화 및 도출

최적후보 도출

신의약품 개발

화합물 분리 및 구조 결정

천연물 신약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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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구팀은 유

전가열 가공법을 이용해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가공법을 개발했다. 

주로 생약성분에 온도를 가하고 추출

하는 용도로 쓰였던 극초단파 기술을 

발전시켜 이차 대사산물의 분자를 변

화시키는 데 응용해 인삼에서 고부가

가치의 유효성분을 극대화하는 데 적

용한 것이다. 실제로 인삼에 극초단

파를 30분간 조사하는 물리적 가공만

으로 다당체 진세노사이드 분자가 변

환돼 부작용이 줄고 효능이 강화된 ‘홍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40배 넘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유전가열 가공 처리로 얻은 KMxG에는 주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95% 이상의 순도로 포함돼 있어 단일성분 제품은 물

론이고 천연의약품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현재 기업과 공동으로 만성질환 

및 약물에 의한 신부전증을 치료하는 천연의약품으로 개발 중이다.

한국 천연물신약, 

국제 수준의 기준과 연구가 관건

2005년도 전 세계 천연물 유래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총 901억 

달러(약 96조 원) 규모로 전체 의약품 시장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천연물 

또는 그 유도체는 2006년 시판된 치료 항생제의 78%, 항암화합물의 74%

를 차지했다. 2003년 신규 승인된 신약 10개 중에서 8개는 천연물에서 나

온 것이다. 이처럼 천연물 유래 신약은 품목당 연간 1~2조 원의 매출과 함

인삼의 유효성분을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용된 

방법이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서 인삼 자체의 독성은 줄어들고 유효성분의 흡수율

은 늘어나지만 가공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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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20~50%의 순이익을 내는 투자 효율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국

내 신약이 세계시장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식품의약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으려면 세계 기준에 

맞는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을 적용해야 한

다. 한국의 GMP인 KGMP는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낮기 때문에 국내 천연

물 신약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또 국

내 CMO, CRO는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세계 CMO, CRO에 필적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는 과제를 지고 있다.

국내에서 천연물신약은 2011년 상반기에 3건이 허가를 받으며 전체 

신약시장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라섰다. 1999년 천연물신약이 최초로 허가

된 뒤, 2005년까지 단 3건이 허가되는 데 그쳤지만, 2011년 상반기에 녹십

자의 골관절염치료제인 ‘신바로캡슐’, 안국약품의 기관지염치료제 ‘시네츄

라시럽’, 동아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정’ 등 3건이 추가되면서 현

재 총 6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국내에서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

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 또 의약품의 개발 목적 및 

과정의 타당성이 입증돼야 하고, 비임상 독성 및 약리시험자료와 임상시험

용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근에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화 지

원이 활발해졌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내에는 이미 한의학의 기

초지식이 풍부하고 국내 CRO, CMO 기업의 성장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또 한의학제제에 대한 GMP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높은 수준의 GMP 시설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생물자원 확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미흡하고, GMP 생산 시스

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 세계적 CRO, CMO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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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비해 국내 기업은 규모가 작고 

가용범위가 제한적인 것도 한계다. 

세계 천연물신약허가 경험이 부족하

다거나 세계보다 국내 의약품 허가 

제도의 기준이 낮은 것들은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

고 천연물신약 시장은 기회 요인이 

충분하다. 먼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천연물

신약이 합성신약보다 부작용이 적게 

나타난다는 점, 노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과 복합질환의 발병횟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이 치료

형에서 예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은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천연물

신약 산업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천연물신약 시장이 제약

시장에서 향후 큰 이익을 이끌어 낼 거라는 기대를 가능케 한다. 특히 오랜 

한의학의 유산은 국내 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들의 위탁 생산업체들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선점하고 있던 세

계 위탁생산 시장 구도가 바뀌어 간다는 점에서 국내 CMO들도 경쟁력을 

갖춰 생산범위를 넓힌다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면서 이 역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역사에 걸친 임상경험으로 쌓아 온 한의

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천연물신약 개발 전망이 밝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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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분석기술, 

맞춤의료의 

문을 열다

B i o m e d i c A l  i n d u s T R y

이상엽(테라그노시스연구단)

sangyoup@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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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제 유전체라는 심오하면서도 새

로운 지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는 질병 전반에 대한 진단과 예방 그리

고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인간 유전체 지도의 초

안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듬해 2월 15일 규격 초안이 

〈네이처Nature〉지에에 실리고, 2003년 4월 14일 최종 인간 유전체 지도가 발

유전체(genome)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DNA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다. 상염색체 22쌍

과 성염색체 한 쌍으로 이뤄진 인간 유전체에는 총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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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면서 인간 유전체 사업HGP : Human Genome Project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인간 유전체 사업 14년, 그 다음은? 

인간 유전체 사업은 인간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30억 개의 염기쌍에 대한 서

열을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15년간 30억 달러(약 3조 1,200억 원)라

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다. 인간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자 이를 토대로 

포스트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면 생명현상을 더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또 누구나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알고 이에 따른 맞

춤의료도 10년 내에 가능할 거란 전망도 있었다.

향후 유전학 발전상에 대한 예측. 인간 유전체 사업 1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됐다. 인간 유전체 사업은 궁극적으로 의

료기술 전반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ric D. Green et als / Natur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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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정보 활용이 대중화되려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에 드는 비용

과 시간이 줄고, 진단과 임상적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유전자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축적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인간 유전체 사업 종료 후 

유전체 염기서열에 대한 초고속 저비용 분석기술 개발The $1000 Genome, 질

병과 관련 있는 유전자 변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성능 검지기술 

개발1000 Genome Project, 암 유전체 지도 구축The Cancer Genome Atlas 등 후속 연

구 사업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축사에서 드러난 기대와 달리, 인간 유전체 

지도 초안 완성 10주년을 맞아 〈네이처〉 2010년 4월 특집호에서는 지난 10

년은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생명의 복잡성을 재발견하는 기간이었으며, 맞

춤의료가 실현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시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2010년 〈네이처〉의 전망은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유전체 정보 활용을 대중화하기 위한 염기서열 분석기술

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왔을까? 

DNA 분석법의 발전속도, 무어의 법칙보다 빨라 

인체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의 핵은 총 46개의 염색체로 

이뤄져 있으며, 각 염색체는 DNA 이중나선이 다시 나선형으로 꼬여서 뭉

쳐 이루어진다. DNA 한 가닥은 아데닌A: Adenine, 티민T: Thymine, 사이토신C: 

Cytosine, 구아닌G: Guanine의 4종류의 염기들이 인산디에스테르 결합을 형성

하여 선형으로 연결돼 있다. 이중가닥 DNA는 상보적인 염기서열로 이뤄진 

단일가닥 DNA 2개가 수소결합에 의해 이중나선형으로 존재한다.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부분을 유전자gene라고 하는

데, 3종의 염기가 연결된 순서 또는 서열에 따라 우리 몸에서 어떠한 단백



46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질이 생성될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염기서열 TTC GAT와 TTC GCT는 아

주 미묘한 차이지만, 백인과 흑인의 피부색을 결정짓는 단백질 생성에 관

여할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DNA는 섭취한 음

식물이나 몸속에 침투한 병원균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시하며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가닥 DNA의 두께는 약 2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이고, 

인산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염기 사이의 거리는 0.34nm에 불과하다. 

투과전자현미경TEM, 주사터널링현미경STM과 같이 현존하는 최고의 현미경

도 분해능이 0.1nm 정도여서 미묘한 분자구조차이를 구분해 염기서열을 

분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 유전체 사업에 사용됐던 1세대 염기서열 

사이토신 Cytosine 사이토신 Cytosine

A, C, T, G의 네 가지 염기 A, C, U, G의 네 가지 염기

염기쌍

인산오탄당 
골격

염기 염기

RNA에서 티민을 대체함

구아닌 Guanine 구아닌 Guanine

아데닌 Adenine 아데닌 Adenine

티민 Thymine 우라실 Uracil

DNA와 RNA의 구조

유전정보의 핵심은 네 가지 염기로 아데닌(A)과 티민(T), 사이토신(C)과 구아닌(G)은 각각 수소결합으로 염기쌍

(base-pair)을 이루어 DNA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한다. RNA는 DNA의 염기 중 티민이 우라실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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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술은 생어Frederick Sanger의 디디옥시뉴클레오티드dideoxynucleotide를 이

용한 사슬종결법chain termination과 자동화된 전기영동 기술을 접목한 방법이

었다.

복제를 위한 
프라이머 복제될 DNA 사슬 가닥

프라이머

프라이머

ddNTP

프라이머

생어법(The Sanger Method)

염기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슬종결법이라고도 한다. 우선 단일사슬 DNA 가닥을 복제 시작점 역할을 하

는 프라이머와 결합시켜서 네 개의 시료에 나누어 넣는다. 각 시료에는 DNA 중합효소, DNA의 네 가지 염기인 

구아닌(G), 사이토신(C), 아데닌(A), 티민(T)을 각각 포함한 디옥시뉴클레오시드 3인산염(deoxyribonucleoside 

triphosphate, dNTP)이 들어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PCR, 즉 DNA 중합 과정과 동일하지만 사슬종결법에

는 특이하게 네 가지 염기 각각을 포함한 디디옥시뉴클레오시드 3인산염(dedeoxyribonucleoside triphosphate, 

ddNTP)을 4개의 시료에 각각 나누어 넣는다. DNA 중합 반응은 중심인 5탄당, 디옥시리보스 3번 탄소의 -OH 

작용기에서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고 dNTP가 결합하여 진행된다. ddNTP는 3번 탄소 -OH기를 -H 작용기

로 대체한 것으로 ddNTP가 결합할 경우 이후에 dNTP가 결합할 산소 원자가 없어 더 이상 중합반응이 진행되

지 않는다. 사슬종결법에서는 -OH기의 산소 대신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한 물질을 삽입한 ddNTP를 첨가함

으로써 특정 염기 순서에서 더 이상의 중합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생성된 여러 길이의 중합체 사

슬을 전기영동법으로 분석하면 중합체의 길이에 따라 순서대로 사슬이 나열된다. 각각의 ddNTP에는 네 가지 

염기에 따라 다른 표지를 해 두므로 나열된 순서대로 해당 표지를 읽어들이면 DNA 사슬의 염기 배열 순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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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체 사업 이후 10년간, 염기서열 분석기술은 강력한 생물정

보학bioinformatics 기술과 결합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새롭게 등장한 

이 기술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또는 대

량 병렬 염기서열 분석기술massively parallel sequencing로 불리는데, 생어 방법

과 달리 대량의 독립적인 DNA 절편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병렬로 처리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을 급격히 늘릴 수 있다. 2004년 파이로시퀀싱

pyrosequencing 기술에 기반한 로슈Roche사의 454 시퀀서부터, 2006년 일루미

나Illumina사에서 출시한 유전체 분석기Genome Analyzer, 그리고 2007년 어플라

이드 바이오시스템스Applied Biosystems사에서 출시한 솔리드SOLiD, 그리고 아

이온 토런트Ion Torrent사의 프로톤Proton에 이르는 소위 2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들은 현재 염기서열 분석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인간 유전체 분석비

용을 6000달러(약 63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2세대 기술은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해 

주어진 DNA 주형template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클러스터 내의 주형에 염기

가 한 개씩 더해질 때 발생하는 신호를 기록해 서열을 분석한다. 1세대 기

술에서는 DNA 절편fragment을 증폭하기 위해 박테리아 속에 넣어 복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각 절편의 복제와 추출, 분리 등의 작업을 포함하는 

과정에는 2~3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2세대 기술에서는 각 절편에 대

한 PCR을 제한된 독립공간에서 수행해 추출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로슈의 454 시스템,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의 솔리드 

시스템, 아이온 토런트의 프로톤 시스템에 사용되는 에멀션 PCR은 DNA 

절편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작은 액적 안에서 절편 한 종류를 증폭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액적 내에 있는 미세 구슬의 표면에는 수천 개의 프라이머

가 고정돼 있어서 수천 개의 복제된 주형이 만들어진다.

2세대 기술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일루미나의 시스템은 교량 

PCR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절편된 DNA에 어댑터를 이어붙이고 플로우 



49첨단 미래 성장동력, 의료산업 | Biomedical Industry

셀flow cell에 고정된 프라이머와 반응시킨 후 PCR을 진행한다. 주변에 자유

롭게 존재하는 프라이머와 PCR이 진행된 DNA 절편이 구부러져 다른 쪽 

로슈Roche의 454, 라이프Life의 APG, 폴로네이터Polonator : 에멀션emulsion PCR
각각의 구슬마다 한 종류의 DNA 사슬 부착, 에멀션 내부의 마이크로리액터에서는 주형template DNA가 수천 개의 절편으로 복제되어 증폭.

프라이머, 주형 DNA, 
dNTPs, 중합효소

PCR 증폭 에멀션 분해 주형 분리

1~2억 개의 구슬

구슬을 유리 
슬라이드에 

화학적으로 부착

헬리코스Helicos BioSciences : 투 패스two-pass 분석
주형을 고정하여 단일사슬 증폭

수십억 개의 단일사슬 주형이 고정되어 복제

퍼시픽Pacific BioSciences, 라이프Life/Visigen, 리코LI-COR Biosciences
중합효소를 고정하여 단일사슬 증폭

수천 개의 중합효소가 단일사슬 주형을 복제

헬리코스Helicos BioSciences : 원 패스one-pass 분석
프라이머를 고정하여 단일사슬 증폭

수십억 개의 프라이머가 단일사슬 주형을 복제

일루미나Illumina의 솔렉사Solexa : 고체상solid-phase 증폭 또는 교량 PCR
클러스터cluster당 한 종류의 DNA 사슬 부착, 슬라이드에 시료가 
결합할 수 있는 어댑터를 클러스터 형태로 여러 개 심어두어 준비.

시료 DNA(5μg)

클러스터 성장

시료 DNA가 구부러져 인접한 어댑터에 
결합하면서 교량bridge 형태로 증폭

시료가 다른 어댑터에 옮겨붙고 증폭이 진행되면서 
클러스터당 1~2억 개의 분자 생성

주형 dNTP 및 
중합효소

©Michael L. Metzker / Nature Reviews Genetics, 2010

대표적인 차세대 DNA 분석방법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에멀션 PCR, 교량 PCR, 프라이머 고정, 단일사슬 주형 직접 고정, 중합효소 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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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의 어댑터에 고정될 때 다리 모양이 된다고 해서 교량 PCR이라는 이름

이 붙었다. 에멀션 PCR이 액적을 이용해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반면,  

교량 PCR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공간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2세대와 1세대 기술을 구분 짓는 또 다른 기준은 바로 대량 병렬 염기

서열 분석기술이다. 로슈의 454 시스템,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의 솔

리드 시스템, 그리고 일루미나의 하이섹HiSeq 시스템은 DNA에서 나오는 

형광신호를 대량으로 병렬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시장에 출시된 아이온 토

런트의 시스템은 센서 어레이가 내장된 반도체칩을 사용한다. 센서 어레이

에서는 염기가 DNA 주형에 더해질 때 발생하는 수소이온을 측정한다. 기

본적으로 전기측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염기를 원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NGS 기술이 도입되면서 DNA 라이브러리 준비과정과 복제과정은 

단 몇 시간의 PCR 증폭과정으로 대체됐다. 모세관 96개를 이용하던 병렬 

염기서열 분석은 수십만 개의 주형 클러스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

유전체 염기서열분석비용의 추이

출처: N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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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단 한 번의 분석으로 인간유전체 30억 개의 염기쌍을 처리할 수 있

는 수준에 이르렀다.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비용은 2001년에 1억 달러(약 

1050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 5000달러(약 520만 원) 후반대로 급격히 감

소한 뒤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 맞춤의료를 실현하려면 유

전체 염기서열 분석비용이 1000달러(약 105 원)만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 

또 NGS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PCR 증폭과정, 짧은 판독길이 등의 문제

점을 극복해야 한다.

아이온 토런트의 시스템을 제외한 2세대 기술에서는 PCR로 증폭되어 

DNA 주형 수만 개가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형광표지된 염

기의 주입-주입된 염기의 합성반응-염기의 합성반응 중지-잔류시약 제거-

합성된 염기판독’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염기의 합성은 클

러스터 전체에서 동일한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염기가 주형에 하나씩 

추가되는 과정의 효율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염기합성이 진행될수록 단

계가 달라지는 현상dephase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신호잡음비를 감소시키

고 판독 길이의 한계로 작용한다. 또 NGS의 판독 길이가 짧은 탓에 대량 

병렬 분석시 만들어지는 데이터량이 늘어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시스템이 

필요하고 재배열 및 어셈블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만든다. NGS

에 필수적인 PCR 증폭과정도 NGS의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한다. PCR은 라

이브러리 준비단계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처리시간을 증가시

키는 요인이다. 또 PCR 중 발생하는 중합효소 오류는 주형 자체에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는 복제된 주형에 편향오류biased error를 일으킨다. 

합성과 동시에 읽어들이는 3세대 기술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진보에서 ‘3세대’의 의미는 ‘단일분자 염기서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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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핵산의 염기서열을 증폭하는 과정 없이 단일분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단일분자 염기서열 분석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일 DNA 분자에 대한 단일중합효소의 반응을 이용하는 염

기서열분석기술과 단일 DNA 분자가 나노포어nanopore를 통과할 때 개개의 

염기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론적으로 단일분자 염기서열 분석은 DNA에 대한 증폭과정이 생략

됐기 때문에 DNA를 절편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2세대 기술이 안고 있

는 단계 지연 및 편향오류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효율적인 염기서열분석이 

가능하다. 또 일부 3세대 기술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생물학적 또는 화학

적 요소를 모두 배제해 판독 길이를 급격히 늘린 덕에 한 시간 이내에 염기

서열 분석을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단일분자 염기서열 분석기술

의 장점은 고처리량, 동일샘플에 대한 빠른 반복분석능력, 긴 판독 길이를 

이용한 ‘데 노보(de novo, 새로운 것으로부터)’ 염기서열 분석과 단상형haplotype 

및 메틸화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능력, 희귀한 변이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

의 높은 정확도, 최소화된 양의 주형 및 시약사용 장점들에 따르는 비용의 

최소화이다. 

현재까지 단일분자 염기서열 분석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퍼시

픽 바이오사이언스Pacific Bioscience사와 옥스퍼드 나노포어Oxford nanopore사가 

있지만 3세대 기술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가 유일하다. 옥스퍼드 나노포어는 2012년 후반에 제품 판매를 시작할 것

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는 2010년에 ZMWzero mode waveguide가 장착된 

칩을 사용하는 PacBio RS 시스템을 출시했다. ZMW에 중합효소를 하나씩 

고정하고 원형 DNA 주형에 형광이 표지된 염기를 합성해 실시간으로 서

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염기서열 분석오류가 기존의 NGS보다 

크다는 이유로 사업적으로 실패했지만 미국 내 대형 염기서열 분석센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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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효소를 고정해 두고 이곳에서 DNA 중합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에 참여한 dNTP에 표지된 형광물질 정보를 그대

로 읽어들여 염기서열을 분석한다(a).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형광강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어 해당 위치에 어떤 

염기가 결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염기서열 정보를 알 수 있다(b).

빛 입사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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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의 ZMW를 이용한 단일분자염기서열분석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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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원을 받아 2012년 들어서 르네상스를 맞기 시작했다. 판매보다 사후

서비스에 집중해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최근에는 판독 길

이를 증가시키기 위해 4000~1만 개의 염기쌍에 이르는 긴 절편을 쉽게 판

독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단일 분자를 사용해 판독 길이가 수천 개

의 염기쌍에 이르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한편 메틸화된 염기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성유전학적인 판독도 가능해져서 당

분간 단일분자 염기서열 분석기 시장에서 우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 분석의 새로운 지평, 나노포어 

지금까지 언급한 염기서열 분석기술들은 개개의 염기를 구분하기 위해 염기

나 중합효소, DNA 상에 특정방식의 표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노포어 염

기서열 분석기술에서는 DNA를 구성하는 4종류의 염기들이 가진 전기적·

화학적 물리량에 근거해 염기를 분석하기 때문에 표지가 필요 없으며 최소

한의 샘플 준비단계를 거쳐 매우 긴 DNA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

세스가 간소해지고 분석 길이가 길어지면서 분석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나노포어 염기서열 분석기술은 생화학적 요소의 개입여부에 따라 고

체 상태 나노포어 방식과 단백질 기반의 나노포어 방식으로 나뉜다. 전류

측정방식에 따라서는 차단전류blockade current 측정방식과 터널링전류tunneling 

current 측정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체 상태 나노포어 시스템은 낮은 신호대 

잡음비와 분해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래핀 나노포어에서 터널링 전류

를 측정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최근 옥스퍼드 나노포어는 단백질 기반의 나노포어 염기서열 분석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알파 헤모리신α-hemolysin이나 

MspA라는 막단백질을 이중 지질막lipid bilayer에 고정하고 그 위에 중합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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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얹어서 이중가닥 DNA를 풀어내거나 단일가닥 DNA를 묶어서 차단 전

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012년 초 단백질 기반의 나노포어 장치를 이용

해 람다(λ) 박테리오파지 D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

에, 2012년 후반에는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아직까지 정식 출

시된 플랫폼은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기술적 방법, 새로운 시약과 기기의 개발은 염기처리량을 늘리

고 염기서열 분석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기술적 발전과 함께 

생물학적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량, 저렴한 비용,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 측면에서 4세대, 5세대 기술이 요

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장 낮은 단계의 정보인 유전형질genotype에서 

시작해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세포 수준에서 장기 

수준에 이르는 발현형질phenotype에 대한 표현형 정보와 유전변이에 대한 

동시 분석기술 등이 요구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4000~1만 개 염기쌍의 
한 가닥씩 풀어준다.1

구멍을 통과하는 이온의 흐름이 
전류를 형성한다. 
각각의 염기는 염기별로 
서로 다른 양만큼 전류를 방해하여 
구멍을 통과하는 전류를 변화시킨다.

3
두 번째 효소가 막에 
구멍을 내고 
어댑터를 고정시킨다.2

염기를 전기적으로 
동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어댑터가 잡아준다.4

옥스퍼드 나노포어시스템 개요

염기의 분자구조에 따라 이온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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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보건을 위한 과학기술

최근 한국의 미래에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고령화다. 지

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내놓고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도 벌이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OECD 최하위인 1.18명 수준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의 자녀만 낳

고 아주 적은 숫자의 여성만 2명 이상을 낳는다는 이야기다. 현재 인구를 유

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1.2명 정도니 이대로는 인구가 줄어들 판이다.

저출산 현상은 흔히 선진국의 특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개

발도상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은 태국의 저출산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태

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7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6명까지 떨어

졌다. 인구대국인 중국 역시 노동가능인구가 345만 명 감소했다. 노동력이 

국내 실버마켓 규모 성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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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거주지를 이전하기 쉽

게 했다. 남미의 칠레나 호주 역시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지급하

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도 예외는 아니다.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

는 것보다 심각하여 바바툰데 오스티메힌Babatunde Osotimehin 유엔 인구프로

그램UNFPA: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장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예상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고하기까지 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노년층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를 유

지하려면 노년층의 퇴행성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년층 질환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이미 노인성 치매는 30대 인구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

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에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

활의 핵심 과제가 치매 예방과 관리다.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

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

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 과제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사막 확대로 미세먼지의 위

협이 크게 늘었으며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화학약품 역시 일상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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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협하는 요소다.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요소들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료서

비스가 아닌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깨끗한 대기와 함께 식

수를 확보하는 것 또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2013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 현안을 과학기술로 해결한다는 모

토 하에 다양한 관계부처와 산학연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13년 11월 개최된 ‘제1회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 컨퍼

런스’에서 구체화됐다. 이 컨퍼런스는 국내 최초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로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오스트리아 비엔나공대 적정기술연구소GrAT,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등 세계

의 주요 기관에서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비 증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 발표한 ‘건강보험통계’에 따

르면 노인진료비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는 201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2379억 원 중 33.3%인 15조 3768억 

원을 차지했다. 2011년의 진료비를 2002년과 비교해보면 65세 미만에서는 

101.44%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65세 이상에서는 161.81% 증가하여 노년

층 진료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

노인인료비 증가는 의료시장이 확대되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으로 보면 손실이기도 하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다른 소비가 위축

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낮 시간 대부분을 병원 

진료를 기다리며 보내는 노년이 개인에게 행복한 삶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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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번거롭게 병원을 오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한창이다. 정확한 자가진단키트와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춘

다면 노년층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노년층 질환은 꾸준한 관리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진료 절차를 간소화할수록 건강상태를 자주 점

검할 수 있으므로 노년층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병원

으로서도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

으므로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진료비도 줄일 수 있다.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 미루어보면 미래의 의료 환경을 짐작할 수 있

다. 우선 정밀 진단 기술이 개발되어 진료시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정확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법 역시 간소화되어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현재의 종합병원에서 가능한 정밀검사를 집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이 제공하는 이러한 환경 변화는 노령

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면서도 질병 예방 및 관리 효과는 높여 공

공 보건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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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호르몬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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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건강한 삶을 꿈

꾼다. 건강은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때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처럼 고등한 동물은 체내 세포들이 서로 대

화하면서 생리활성을 조절하는데, 세포 간의 대화에 필요한 생화학적 신호

전달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물질

호르몬은 다양한 장기와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된다. 이들은 세포에서 

세포로 직접 전달되거나 혈액을 타고 이동하며 생리활성 정보를 교환한다. 

호르몬은 크게 펩타이드·단백질, 아미노산 유도체, 스테로이드 등 3종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복잡한 조절 시스템을 통해 서서

히 반응하면서 생리활성을 조절하지만, 나머지 2종류의 호르몬은 생화학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호르몬의 기능은 

체온 변화를 일으키고 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상에 특정한 주기성을 나타낸

다. 또 노화와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는 데 관여하며 생명현상의 원인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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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작용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을 축으로 하는 커

다란 시스템을 거쳐 조절되는데, 각 부위의 앞 글자를 따서 HPA 축axis라 

부른다. 이 시스템의 최종 대사산물로 나온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생화학적 

스트레스에 직면해 생체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HPA 축에 음성 제어기

능negative feedback을 전달해서 노화나 질환에 대비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활

성화하기도 한다. 그 결과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한다.

질환 진단과 생명과학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주요한 연

구 소재이다. 한동안 이 호르몬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면역법

radioimmunoassay이 많이 쓰였다. 고감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었

-

단기적 반응 장기적 반응

척수

부신 수질

카테콜아민Catecholamine :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시상하부

신경자극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
CRH: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뇌하수체 전엽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 AdrenoCoticoTropic Hormone

부신 피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관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이동

호르몬과 신경은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단기적, 장기적 작용을 한다. 신경은 주로 단기 반응, 호르몬은 장

기 반응에 관여한다.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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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분석결과의 재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늘면서 최근에는 질량분

석법mass spectrometry이 더 많이 쓰인다. 정량적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 의료의 키워드, 스테로이드 호르몬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대사프로파일링연구실Metabolomic Profiling Laboratory

은 질량분석법의 동시분석 능력을 활용해 소량의 소변과 혈액에서 생리활

성이 규명된 80여 종의 스테로이드를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다. 또 시료를 채취하고 보관하기 쉬운 머리카락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분석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혈액이나 생체조직, 세포시료에서 스테

로이드의 분비·조절에 관여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을 추출해 단일항원 형광

검출기술로 한 번에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다.

한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리활성은 호르몬의 대사 작용과 상관성

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비정상적인 활성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호르몬 분비 변화와 생합성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 있는 선천성 부신이형성증과 조기성

숙증 등이 이로 인한 질환에 해당한다. 또 성호르몬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립선암과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 메커니즘에도 관여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인 콜레스테롤의 대사 이상과 관련이 있어 심

혈관계 질환과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포함한 뇌 대사 이상 질환의 상관성도 

확인됐다.

호르몬의 생리활성은 성별, 인종 간의 차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노

화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호르몬 연구는 임상연구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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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 맞춤형 의학의 근간이 된다. 또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

상을 이해하면 이 결과는 노화 관련 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치료

제를 개발하는 기초의학적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 특히 호르몬을 분비하

고 조절하는 주기를 이해한다면 여성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가 

겪어야 하는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인간의 생식기능

을 활성화시켜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부신샘 갑상선 남성의 정소 여성의 난소 젖샘 대부분 세포
(성장 촉진 효과)

부신피질자극호르몬
ACTH

갑상선자극호르몬
TSH

여포자극호르몬
FSH

황체호르몬
LH 프로락틴

PRL
성장호르몬

STH(GH)

5.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작은 혈관을 통해 
몸 전체의 순환계로 들어간다.

2.  시상하부 아래쪽의 모세혈관에 
호르몬이 흡수된다.

3.  혈액의 흐름을 타고 뇌하수체 전엽의 
모세혈관으로 호르몬이 이동한다.

4.  방출호르몬, 또는 억제 호르몬이  
모세혈관으로부터 확산되어 나온 후  
뇌하수체 전엽의 내분비세포에 작용한다.

1.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들이 방출호르몬,  
또는 억제호르몬을 분비한다.

뇌하수체의 여러 호르몬과 표적기관

뇌하수체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뇌하수체의 기능을 탐구하면 항상성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진

단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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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KIST의 대사프로파일링연구실

은 국내의 관련 연구실 중 처음으로 세워졌다. 1980년대 국내에는 생체시

료 내 약물이나 호르몬을 분석하는 연구를 전담하는 곳이 없었다. 연구실

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세워진 도핑컨트롤센터를 근간으로, 현재까지도 대사체학metabolomics

을 접목시킨 호르몬 프로파일링 및 임상기능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소변이나 혈액, 머리카락과 같은 다양한 생체시료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인식steroid signatures’ 기술을 개발해 임

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성형, 여성형 탈모와 인종 간의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규명

해, 피부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미국피부연구학회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논문 2편을 발표했다. 또 심근경색과 갑상선암과 관련해 남

성과 여성의 차별화된 대사 메커니즘을 발표했으며, 각종 지방성 화합물이 

체내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 머리

카락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연구도 수행한다. 스테로이드 관련 연구실

시료 투입

열선이 시료를 
가열하여 증기화

전자빔이 
시료를 이온화

전자 방출원

입자가 가속되어 
자기장 속으로 진입

자석

대전된 입자 빔

질량 대 전하 비율에 따라 
자기장이 입자를 분리

무거운 물질

검출기
가벼운 물질

각종 호르몬이 포함된 시료 분자가 가속되어 자기장을 통과하면 질량과 전하 비율에 따라 분리된다.

KIST에서 호르몬 연구에 사용하는 질량분석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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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2013년 3월 시카고에서 열린 ‘스테로이드 학술대회Steroid Congress 

2013’에서 최만호 박사팀이 우수연구상을 수상했으며, 〈스테로이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저널Journal of Steroid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의 교신 편집

인으로 최 박사가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고령화시대의 건강한 삶, 호르몬 연구가 제시한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기능을 이해하고 노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생리현상을 근거로 질환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필수다. 안타깝

게도 전 세계적으로 호르몬 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미비한 상태다. 특

히 국내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따른 호르몬의 정상 기준값을 설

정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전무하다.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정량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69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과학기술 | Public Healthcare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연구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그 

중요성이 커진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노화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몸의 각 장기의 

역할에 변화를 일으킨다.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노화

성장호르몬GH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

여포자극호르몬FSH/
황체호르몬LH

노화를 조절하는 호르몬

시상하부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전엽

시신경

성호르몬 부족
menopause/andropause

부신피질호르몬 부족
adrenopause

성장호르몬 부족somatopause

부신생식호르몬
DHEA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IGF-1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17β-에스트라디올17β-estradiol

코티솔
corti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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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곳곳에서 호르몬 관련 유전자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

고 있다. 독일 발전유전학연구소의 예르지 아담스키Jerzy Adamski 박사가 선

도 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미국 오클랜드 아동병원의 세드릭 섀클턴Cedric 

Shackleton 박사가 관련 대사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호르몬

의 대사경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내에서 스테로이드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

년 7월 생명과학분야 연구자와 임상의학자 50여 명이 그랜드힐튼 서울 호

텔에서 ‘Steroid Today 2013’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호르몬 임상기능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 도호쿠대 생리학교실의 사사노 히

로노부(笹野公伸) 교수가 최근 일본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

와 같은 스테로이드 관련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임상의학적 기초 자료

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생명과학자

들이 응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임인 'Steroid Today 2013'. 최근의 세계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향후 유사한 형태의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어 스테로이드 연구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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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연구는 호르몬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상 연구와 

질환 진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혈액과 조직에서의 연구결

과를 토대로 생리활성 메커니즘이 광범위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기초 연구

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머리카락이나 피 한 방울에서 시료를 

쉽게 채취하는 방법을 이용한 환자 친화적인 진단 기술도 필요하다. 이 기

술은 의료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원격진료의 핵심구성요소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실제 활용도 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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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의 

진단, 

건강 검진에서 

손쉽게

P u b l i c  H e A l T H c A R e

김영수(뇌의약연구단)

yskim@bio.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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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제가 알

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을 앓고 있는 수만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되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일몰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 11월 5일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전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 투병 소식을 알린 자필 편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박물관 소재. 

©Jerry and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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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주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

신마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 버리는 병, 알츠하이머병의 무서움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할리우드 배우 출신 정치인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지닌 레이건은 성공

적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활동 이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제치고 제49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보수 강경 정책으로 냉전 시대의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제50대 대

통령까지 연임했으며, 놀랍게도 노예제도에 종지부를 찍으며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을 제치고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1위(갤럽, 2011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퇴임 5년 후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을 받고, 본인의 말 그대

로 ‘인생의 일몰에 이르는 여정’에 오르게 된다. 그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자신의 삶을 점점 잊어가는 10년간의 길고 괴로운 여정 끝에 화려한 업적

과 인생을 뒤로하고 2004년 6월 5일 93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미국인의 가

장 위대한 위인마저 ‘머리 속의 지우개’는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의 인지기능 및 기억력 상실을 흔히 치매라고 한

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 치매, 혈관성 치매 등 70가지 이상의 

다양한 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그 원인에 따라 증상과 예후 방법도 천

차만별이고 그중 약 10~15%만 완치가 가능하다. 특히 치매의 60~8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

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만약 집에 계신 어르신께서 수년째 집 열쇠를 분실하시거나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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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거실에서 찾

으신다면 다행히도 가벼운 건망증 수

준의 노화 현상을 겪고 계시다고 봐

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

머병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

해 야기되는 느릿느릿한 사고 속도와 

기억력 저하와는 차원이 다르다. 알

츠하이머병의 무서운 점은 치매 증상

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퇴행성’

이라는 단어가 말해 주듯 시간에 따

라 그 증상이 악화되는데, 처음에는 

기억력 감퇴 정도의 증세만 보이지만 

차츰차츰 뇌의 다른 부위도 망가지며 

운동 능력 저하 등이 일어나다가 일반적으로 발병 10년 안에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미국 알츠하이머병 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암, 심장병 등 현

대인의 10대 사망 원인 질병 중 유일하게 알츠하이머병만 아직까지 예방,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꾸준히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은 50~60대에서 가장 높다. 이 시기 알츠하이

머병 환자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인지력 및 기억력 저하를 나타내다가 

70~80대에 이르면 주의력, 공간시각 인지능력 및 언어 구사 능력까지 떨어

진다. 증상이 심한 단계에 이르면 뇌 전체에서 지속적인 뇌세포 사멸이 일

어나며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환자에 따라 증상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인지 기능을 잃어버리고 인성·감정 장애 등 정신 질환의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고 짧은 한두 단어의 문장만 구사할 수 있고,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도 저하되어 식사에도 큰 지장이 생기게 된다. 

2004년 개봉한 한국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는 알

츠하이머병을 소재로 삼았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청장년층에서 발병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싸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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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질식, 감염, 영양실조 같은 합병증으

로 사망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이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높은 발병률과 환자 수 이외

에도 병의 특이성 때문이다. 사망률이 높은 성인성 질환은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투병 생활의 고통을 가족들이 함께 겪게 된다. 그런데 알츠

하이머병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더 괴로울 수 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될수록 어제와 오늘 자신의 아픈 모습

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와 달리,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환자 옆에서 

장기간 병수발을 들며 지켜보고 견뎌내야 하는 가족들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에게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자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일 것이다. 2004년 개봉한 정우성, 손예

진 주연의 동명 영화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여성의 삶을 통

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알렸다. 손예진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태연

하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단

편적인 증상을 잘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작진의 훌륭하고 과학적인 네이밍 센스다. ‘내 머

리 속의 지우개’라는 영화 제목은 단순히 주인공이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

듯 잃어버리는 병에 걸렸기 때문뿐만이 아니다. 극 초반 의사가 “머리 속

에 이상 단백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것이 뇌세포를…”이라며 알츠하이머병

을 진단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잠깐 언급된 ‘이상 단백질’이 바로 뇌

세포를 지워서 기억을 파괴하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베타아밀로이드beta-

amyloid 인 것이다.

베타아밀로이드는 1902년 독일인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가 기억력 장애와 편집증적 망상 증상을 나타내다 사망한 51세 환

자의 부검 결과 뇌조직에서 발견한 이상 단백질이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일



77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과학기술 | Public Healthcare

용혈반
plaque

소섬유
fibrils

소중합체
oligomers

베타 아밀로이드
β-amyloid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분비된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 베타
secreted APPβ

세포막

세포질

β-세크리타제
β-secretase

세포 표면
γ-세크리타제
γ-secretas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베타아밀로이드가 용혈반을 형성하는 과정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지만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세포 밖으로 일부가 

배출되면 베타아밀로이드 분자를 형성한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중합체를 이루어 뭉쳐서 미세 섬유 구조를 형성하고 

이들이 다시 축적되면 ‘세나일 노인반’이라고 하는 용혈반을 형성한다. 세나일 노인반은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이 강

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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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 지니고 있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특이하게 신경세포 바깥

쪽에 집적물의 형태(용혈반)로 발견된다. 이는 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서로 

달라붙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집적물 형태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

드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대사하여 만들어진다. 질병의 진행에 따라 특이한 

복합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중 변형이 활발한 ‘소중합체oligomer’와 ‘피브릴 

전구체proto-fibril’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구조인 피브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됐으나 최근

에 들어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직접적인 원인인 소중합체에 대한 연구도 활

대뇌 피질

해마hippocampus

언어중추

기억중추

일반인의 뇌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

언어중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대뇌에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받는 부분이 언어중추(변연계)와 기억 중추(해마)다.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의 말이 어눌하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대뇌 중 해마와 변연계 손상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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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졌다.

신경의학 저널에 보고된 임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베타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시기보다 약 20년 먼저 뇌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베

타아밀로이드를 이용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알츠하

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만 특이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생성되는 원인과 

장기간 만들어진 베타아밀로이드가 고령에 이르면 갑자기 독성을 나타내

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및 조기 진단

건강한 신경세포

타우 분자

τ molecule

미세소관
microtubules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신경세포

분해되는 미세소관

분해되는 미세소관

미세소관의 구성요소들이 이탈

타우 분자가 얽힌 덩어리

©Alzheimer's Disease Education and Referral Center, a service of 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미세소관과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베타아밀로이드 외에도 신경세포 내 미세소관의 구조를 지탱

하고 안정화하는 타우 단백질이 자신들끼리 응집되면서 미세소관 구조가 파괴되는 것 또한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80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제 개발은 제한되어 있고 임상 허가가 승인된 약물도 아직 없다. 뇌라는 특

수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환자 사망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은 없다. 

알츠하이머병의 확진은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찾아오면 

다른 치매성 뇌질환들과 동일한 검사 과정을 거쳐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

으로만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동반 문진, 체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 및 자기공명단층촬영법MRI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일 확률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MRI를 사용한 뇌영상으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와 해마의 부

피 변화를 측정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뇌질환

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정확도는 80~90%에 그친다. 뇌기능

을 분석하는 fMRI를 사용하여 

인지기능 관련 자극을 주었을 

때 대뇌와 해마의 기능이 얼마

나 활발한지를 측정하여 진단

에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으나 MRI와 마찬가지로 조

직학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 

집적체가 확인되지는 않아 확

진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이 룰아

알츠하이머병 진단에는 MRI가 종종 이용되나 정확도는 낮은 편

이다.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는 질환이 많아 확진용으로 사용하

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Jan Ain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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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진단이다. 알츠하이머병 이외에도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하

나하나 제외시켜 나가 알츠하이머병

을 진단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방법으

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기술은 방사

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영상법이다. 환자 

뇌 조직에 자리 잡고 있는 베타아밀

로이드 집적체를 보여줄 수 있는 방

사성 동위원소를 몸에 주입하여 뇌영

상을 촬영하는 방법이다. 베타아밀로

이드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로 현재까지 알려진 진단법 가운데는 환

자를 부검하기 전에 알츠하이머병의 확진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단 

방사성 동위 원소를 제작할 수 있고 인체에 해가 없이 약물을 합성할 수 있

는 특수 방사성 물질 전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만 촬영이 가

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PET 영상용 조영제는 아직까지 임상허가를 받지는 못했으나 2004

년 미국 피츠버그대의 빌 클런크Bill Klunk 교수와 쳇 매티스Chet Mathis 교수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KIST 뇌의약연구단 김동진 박사 연구팀과 서강대 화학과 지대윤 교수 연

구팀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 김동진 박사 연구팀은 2004년부터 서

울아산병원 및 미국 UCLA 임상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수의 베타아

밀로이드 표지용 방사성 동위원소 약물을 개발했으며 최근 또 다른 알츠하

PET 스캔 이미지는 촬영하는 데 일정한 조건이 필요

하지만 현재 알츠하이머병의 진단방법으로 가장 각

광을 받고 있다. 왼쪽이 일반인 뇌, 오른쪽이 알츠하

이머병 환자 뇌의 PET 영상이다.

©Alzheimer's Disease Education and Referral Center, a 

service of 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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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병 진단용 생체 마커인 ‘타우 단백질’을 PET에서 찾아낼 수 있는 약물

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지대윤 교수 연구팀은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조영제 알자뷰Alzavue를 개발하여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츠하이머병 진단, 피 한 방울로

병의 발병 이전에 객관적으로 조기 진단하는 방법 중 또 하나는 혈액을 사

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혈중 농도 

역시 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에 비해 변화가 크다. 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크리스틴 야페Kristine Yaffe 교수 연구팀이 2012년 <미국의학회

지JAMA>에 발표한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다. 즉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진단

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채취가 쉽고 특수한 방법을 요하지 않는 혈액 진

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반응의 모니터링이나 환자 치료도 쉬워질 것이다.

혈액 진단을 상용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변동이 심하고 농도가 

낮은 혈중 베타아밀로이드를 안정적으로 정량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다. 

KIST는 지난 2013년 4월 1개월여의 공모 끝에 출연연 최초로 개방형 연구

사업을 이끌어갈 연구단장으로 김태송 박사를 선정하고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기반 조기 진단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KIST 연구진뿐 아니라 뉴

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대학 병원, 서울대 병원, 아산 병원, 서울대 분당 병

원 등 의료진, ㈜피플 바이오, ㈜메디프론, ㈜캔티스 등 기업체가 개방형 

연구에 참여한다. 이를 통하여 혈액으로부터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치료에 의한 중증 치매 환자로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알츠하이머 치매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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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노인성치매는 질환 자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한 막대한 경비와 인력 지출도 따라붙는

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간병 경비로 매년 약 880억 달

러(약 92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현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국립중

앙치매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내 치매 환자수는 약 53만 명

이다. 30년 뒤인 2043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40대

~50대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 및 막대

한 경비와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성치매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은 의료 경비와 인력 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절

실하다. 혈액 진단 같은 싸고 편리한 방법의 개발을 통해 30년 뒤에 찾아올 

‘아수라장’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내 치매 환자 수 예측

 2013년 2025년 2043년

53만 명

200만 명

100만 명

자료: 국립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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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미생물, 

꼼짝 마라!

P u b l i c  H e A l T H c A R e

우경자(분자인식연구센터)

kjwoo@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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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세계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간 스페인독감,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3~2014년 조류독감처럼 변종 및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질환들

이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의학이 발달하고 위생시설이 발전했지

만,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생활과 군집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특성상 변종 

및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전파속도가 엄청나

게 빨라지는 특성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은 세균성 질

환과 달라서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고, 항바이러스제가 알려져 있는 질환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계절 독감과 같이 미리 그 변종을 예측하여 백신을 

개발해 예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2013년 말 나타난 신종플루처럼 기존 백

신에 대한 내성이 생겨 새로운 방법으로 숙주를 공격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은 나노입자

로 만든 복합체다. 은 나노입자는 생

물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 받아 왔지만, 잘 활용하면 수많

은 변종 및 신종 유해 미생물들을 제
20세기 초반을 휩쓴 무서운 전염병인 스페인독감을 

일으킨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

©Cynthia Goldsmith,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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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꿈의 소재이기도 하

다. 특히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기능이 기타 어떤 물질

보다도 탁월하다. 그야말로 다루는 자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야누스의 두 

얼굴’ 또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은 나노입자를 어떻게 통제하면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은 나노입자의 항균 메커니즘과 함께 살펴보자. 

2002년 말부터 2003년 여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사스(SARS)는 대규모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일깨웠다. 당시 

언론들은 사스를 제2의 스페인독감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고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슈퍼박테

리아나 변종 및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심화되는 도시화 등 여러 악조건을 고려하면 대규모 전염병의 발병 가능성은 

상존한다. 

©Newswee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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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의 두 얼굴, 은 나노입자

예로부터 은으로 된 식기류나 생활도구는 독의 유무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

용되어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나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은 나노입자를 

살균제나 항균제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입자가 

가진 다양한 독성문제가 대두되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은 나노입자

는 강력한 살균 작용과 더불어 생명체에 대한 강력한 독성을 일으키는 탓에 

사용이 까다롭다. 

은 나노입자는 나노입자 자체가 가진 독성이 가장 즉각적일 뿐만 아니

라 방출하는 은 이온과 활성산소 역시 독성을 나타낸다. 은 나노입자는 기

본적으로 박테리아 표면에 부착되어 구멍을 만들며 살균 능력을 발휘하는

은 나노입자는 강력한 살균력을 지녔지만 인간에게도 위험하여 다루기 까다롭다. 이 때문에 유해미생물 제거에 탁월

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실용화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사진은 은 나노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FutureChemistry Holding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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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과정에서 이온이나 활성산소와 함께 세포막에 축적되거나 세포 안

으로 들어가 단백질이나 DNA 등에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세포에 직접적

인 해를 입히는 것이다. 은 나노입자의 강한 독성 때문에 EU 국가들은 규

제 대상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다.

이런 독성은 은 나노입자의 표면이 노출되는 순간 발휘된다. 또 나노

입자의 표면이 노출되면 높은 표면에너지로 인해 입자들끼리 뭉쳐서 마구

잡이 크기와 모양으로 변하며 나노입자의 특성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노입자 제품은 입자 표면을 유기물 리간드나 폴리머

로 보호해 물에 분산한 용액 또는 분말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 물론 최종 

소비자가 마트 등지에서 편하게 구입하는 제품이 아니라 연구용이나 생활

은 나노입자

은 이온

막 단백질

은 나노입자는 세포막에 축적되거나 직접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은 이온을 세포질 내에 방출한다. 은 이온은 DNA

에 직접 작용하여 유전정보를 교란시켜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ROS(Reactive Oxygen Species)는 

활성산소의 약자다.

은 나노입자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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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등의 제조에 쓰이는 기초물질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은 나노입자를 사용한 후에 100% 회수할 수 없기 때

문에 환경으로 유출돼 2차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

수록 미생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독성이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회수

하기도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은 나노입자를 복합체로 

만들고 입자표면을 노출시켜 나노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회수가 용이한 소

재로 만들어 쓰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약 10nm 크기의 은 

나노입자를 여과막에 코팅해 미생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용 후에 코팅된 은 나노입자의 일부(10%가량)가 유실

되어 환경으로 배출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자성 나노입자 부분과 실리카 부분으로 이루어진 야

누스 나노막대를 만들고, 이 막대의 실리카 부분에 직경 4nm 이하의 은 나

노입자를 흡착시켜서 만든 은 나노복합체 소재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소재

로 박테리아 오염수를 처리했을 때 시간에 따라 박테리아 증식이 줄어들었

을 뿐만 아니라 자성을 이용해 남은 복합체를 전량 회수할 수도 있었다. 그

러나 이 문헌에 소개된 은 나노입자는 실리카 표면에 물리적으로 붙인 것

이라 분리되어 환경으로 유출되는 위험을 없애지는 못했다. 또 4nm 크기

의 나노입자 한 가지에만 국한하여 실험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은 나노입

자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의 경우에도 이를 구성하는 은 나노입자의 크기

가 작을수록 독성이 심한지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는 상황이었다. 

유해 미생물의 천적, 관리가 관건

그 뒤를 이어 2013년 6월에 발표된 것이 KIST 연구팀이 개발한 은 나노복

합체 소재이다. 연구팀은 은 나노입자를 자성을 갖는 실리카 복합체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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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은 나노입자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

는 동시에 환경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은 나노복합체는 접

촉하자마자 박테리아를 물어뜯고, 바이러스를 은 나노복합체 표면에 화학

적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을 확실히 정

화할 수 있다. 

은 나노복합체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없애는 메커니즘은 아이러니

하게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에 있다.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구

성하는 유기물들은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이 단단하게 잡아 주고 있다. 그

런데 복합체 표면의 은 나노입자들은 이 이온들을 강하게 끌어당겨 없애 

버린다. 말 그대로 박테리아 몸이 찢어져 버리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경우 

몸체 표면의 사이올thiol 기가 은과 강하게 화학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표면구조는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은 나노복합체가 그 효능을 여러 종류의 미생물에 대해 두루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나노입자의 크기 문제도 해결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은 나노복합체의 

효과는 복합체 표면에 결합된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더 강하고 즉

각적이었다. 은 나노입자의 크기를 7nm, 15nm, 30nm로 나눠 각각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조사한 결과, 30nm 크기의 은 나노입자들이 복합체 

표면에 3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구조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고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람음성 박테리아E. Coli CN13와 그람양성 박테리아B. 

Subtilis모두 99.9999%가 1시간 내에 제거되었으며, 박테리오파지 MS2 바이

러스의 경우 99% 이상이 1시간 내에 사라졌다. 이렇게 만든 은 나노복합체

의 크기는 지금까지 보고된 것 중 가장 크며, 박테리아보다 약간만 작기 때

문에 효과가 더욱 즉각적이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성을 이용하여 사용한 복합체를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 더해 더 간단한 회수 방법도 찾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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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한 은 나노복합체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편이므로 전통적인 원심

분리 방법으로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합성 방법이 훨씬 간

단해지고 경제적으로 대량생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화 가능성이 매

우 높아진다. 

연구자들은 연세대 공동연구팀 및 기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은 나노복

합체를 코팅한 에어필터를 공기정화시스템에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

하고 있다. 에어필터에 코팅된 은 나노복합체는 거센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

은 나노복합체가 박테리아를 물어뜯는 모양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 이미지(위)와 삽화(아래). 위 사진에서 왼쪽은 정

상 박테리아, 가운데는 은 나노복합체와 박테리아를 섞은 직후, 오른쪽은 30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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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의 견고한 힘으로 필터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기정화

필터는 기존의 은 나노입자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활용성이나 안전성이 탁

월하게 향상될 것이다. 은 나노입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순간이다. 

그렇더라도 새로이 개발된 물질의 사용에 따르는 안전 지침이나 제도

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필자는 은 나노입자를 불에 비유할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효과

공기필터 섬유

항균물질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은 나노복합체의 공기청정 효과

건물의 공기정화필터에 은 나노복합체를 코팅하면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유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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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은 인체에 직접 접촉하면 화상을 입는 위험한 물질

이지만, 인류는 불이 인체에 닿지 않게 통제하면서 요리나 난방에 유용하

게 잘 사용하고 있다. 은 나노입자도 마찬가지다. 확실한 통제 방법과 안전

한 사용법이 함께할 때, 은 나노입자와 나노복합체는 인류에게 유용한 검

의 날을 빛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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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

Nature〉에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이 발표한 이 논문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할 경

우 80대의 늙은 뇌도 20대처럼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연구팀이 주목한 3D 자동차 게임 ‘뉴로레이서’는 양손을 동시에 사용

하여 운전 도중 날아오는 표지판을 식별해 내는 멀티태스킹 방식의 컴퓨터 

3D 자동차게임인 ‘뉴로레이서’ 관련 논문이 발표된 〈네이처〉의 표지와 뉴로레이서를 시연하는 장면. 게임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Nature, U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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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다.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한 60대 이상의 노인의 경우 기억력과 집

중력 같은 인지능력이 실험 전보다 4배가량 향상됐다. 또 뇌파를 확인한 결

과 20대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세타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한번 향상된 인지능력은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인지능력이 게임 외 일상 활동에도 반영됐다는 점이다. 중독의 원인

이자 폭력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게임이 일궈낸 성과였다.  

뇌를 바꾸고 싶다면 컴퓨터 게임을 즐겨라

우리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단련하기 위해 노력한

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헬스장 등에서 집중

적인 근육강화운동을 함으로써 근육 양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

다. 우리 뇌도 노화현상으로 뇌세포가 줄어들고, 노인성 치매나 뇌졸중 등

의 병적인 원인으로 뇌가 손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운동처럼, 훈

련을 통해 약화된 뇌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위 연구결과가 말해 주듯 답은 “예”이다.  

우리 두뇌는 경험에 의해 바뀌는 능력이 있다. 이를 ‘뇌가소성

Neuroplasticity’이라 한다. 뇌의 신경 회로가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물리적 구조와 기능적 조직이 변하고 재조직되는 현상이다. 뇌가소성은 살

아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꾸준한 훈련만 뒷받침된다면 

‘굳은 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뉴로레이서처럼 게임을 활용한 HCI 기

술은 이런 뇌 훈련에 딱 맞는 환경을 제공한다. 

HCI가 뇌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의 결과 하나

만이 아니다. 미국 오하이오대 연구팀은 2013년 5월 〈플로스원PLoS ONE〉 저

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더블디시전Double decision’이란 컴퓨터게임이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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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뇌기능 저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블디시전’은 정신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와중에 차량과 도로표지판을 가능한 한 빨리 매치시키는 게임이다. 이 인

지게임을 한 노인들은 게임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나은 성취력과 운전기록

을 보였고, 게임이 끝난 후에 음식 준비 같은 일상적인 과업도 더 잘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를 배경으로, 상업적으로 출시된 뇌 훈련용 비

디오게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인

지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온라인 인지력 훈련 서비스인 미국의 

‘루모시티Lumosity’는 한 달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그 결

과 미국 내 5000대 사이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모바

일로도 다양한 인지게임을 즐길 수 있다. ‘브레인 리소스 센터Brain Resource 

Center’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웹 기반의 다양한 인지력 테스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킴Dakim의 ‘브레인 피트니스BrainFitness’는 두

뇌 훈련을 마치 TV 쇼를 보는 느낌이 들게끔 설계되었다. 또한 고령자들만

을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더블디시전‘의 게임화면(왼쪽)과 ’브레인 피트니스‘를 시연하는 노인(오른쪽). 두 게임은 노화와 관련된 뇌기능 저하

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University of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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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제품은 그림과 소리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중

간중간에 간단한 문제들이 제공된다.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Nintendo는 두뇌 활성화 프로그램을 게임 형식으

로 제공한다. 특히 2009년 3월 출시된 ‘말랑말랑 두뇌교실(원제 Brain Age)’

은 전세계에 550만 대 이상 판매되어 두뇌훈련 게임의 선풍을 이끌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지심리학자인 슐로모 브레즈니츠Shlomo Breznitz가 1999

년에 설립한 코그니핏CogniFit이 전세계에 보급한 인지기능 향상 훈련 프로

그램 ‘마인드핏MindFit’도 모바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기 콘텐츠다.  

몸과 뇌를 연결하라

최근에는 뇌와 몸을 함께 움직이는 활동도 늘고 있다. 이 역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미국 솔크 생물학연구소의 헬리에테 반 프라그 박사는 <국립

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학습과 기억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에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며 그 뇌 부위의 기능이 

일본의 게임회사 닌텐도는 휴대용 게임기용으로 ‘브레인 에이지’ 시리즈를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브레인 에

이지는 국내에서 ‘말랑말랑 두뇌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정식 발매되었다.

©Nint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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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운동을 통해서도 뇌의 젊음을 되찾

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카와시마 박사가 개발한 게임 ‘바디 앤 브레인 엑서사이즈Body 

and Brain exercise’는 운동을 통한 뇌 훈련의 대표적인 예다. 이 게임은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기반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컴

퓨터 게임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여서 수학, 논리, 기억력 테스트 등의 두뇌 

게임을 한다. 두뇌활동이 신체적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몸과 두뇌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뇌기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닌텐도도 사람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여 몸

의 움직임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위Wii’를 출시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게임기를 기반으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 역시 

활발한 상태다. 

이처럼 신체를 이용한 두뇌훈련 게임의 또 하나의 장점은 기존의 컴퓨

터기반 게임보다 재미와 몰입도가 훨씬 높아서 꾸준히 뇌 훈련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인지 재활을 돕기 위한 도구들도 신체 활동

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티모코Timocco’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

동 장애ADHD, 자폐, 학습 및 인지 장애 같은 인지 능력 장애아의 재활을 돕

기 위한 인터랙티브 게임 환경을 제공한다. 

몸이나 전용 콘트롤러를 움직이면 센서가 이를 인식하여 게임 속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바디 앤 브레인 엑

서사이즈(왼쪽, 가운데)’와 ‘위 스포츠 리조트(오른쪽)’. 최근 가정용 게임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협응능력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게임들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인지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

려졌다. 

©Microsoft, Nint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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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KIST에서 개발한 인터랙티

브 테이블 기반의 인지재활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이 시스템의 테이블 

디스플레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리적인 도구의 위치와 종류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다. 인지 장애 환자는 이러한 물리적인 도구를 손으로 조작하며 

직관적으로 게임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쿠키만들기 게임은 쿠키툴, 

시럽 바르는 붓, 토핑 병 같은 물리적인 도구를 가지고 쿠키를 만드는 과정

에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기억력, 계산력, 집행력 등을 훈련하는 게임이다. 

 

게임을 인지재활치료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다양한 성과를 낳고 있다. 아동의 인지장애를 게임요법으로 치료

하는 ‘티모코’는 이미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KIST 연구진이 인터랙티브 테이블 기반의 인지재활

시스템을 개발했다. 

©Timo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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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두뇌훈련

1929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한스 베르거Hans Berger가 발표한 ‘뇌파’는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될 때 생기는 전기의 흐름으로 인간의 뇌 활동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생체신호다. 주파수에 따라 크게 델타파(1~4Hz), 

세타파(4~8Hz), 알파파(8~13Hz), 베타파(13~30Hz), 감마파(30~120Hz)로 구

분되며 정신 활동 상태에 따라 그 진동이 빠르거나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뇌파의 기본적인 리듬 분석만으로도 뇌기능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베타(β)파 13~30Hz

각성 상태, 일반적인 의식 
활동에서 주로 발생

알파(α)파 8~13Hz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 중일 때, 
얕은 수면 중일 때 발생

세타(θ)파 4~8Hz

편안한 휴식, 명상 등의 
상태일 때 발생

델타(δ)파 1~4Hz

깊은 수면 중일 때 발생

주요 뇌파

뇌파는 뇌 활동으로 발생하는 전기 신호다. 뇌파를 분석하면 뇌 기능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102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의가 산만한 ‘주의력결핍증ADD’ 환

자는 뇌파가 정상인에 비해 느리고 자폐나 정신지체, 치매 환자는 모두 세

타파가 아주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만일 비정상적인 뇌의 리듬을 조절해 정상적인 리듬으로 바꿀 수 있다

면 뇌의 기능도 정상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뇌 훈련 방법

이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이다. 뉴로피드백은 자신의 뇌 활동을 시각적

으로 보여주고 뇌파가 더 적합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 뇌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다. 사람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옷 매무새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

듬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1967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모의비행 훈련을 한 우주비행사들

을 중심으로 간질 발작 증상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는

데, 뉴로피드백 훈련이 간질에 저항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 지금껏 ADHD, 불안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장애, 발달장애, 치매 같

은 많은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뉴로피드백이 사용됐고, 성공적인 결과

뉴로피드백의 원리

뉴로피드백은 뇌파측정장치가 사용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피드백) 원하는 

방향으로 뇌가 뇌파를 발생하게 유도하는 기술이다.

❶  두피에 붙인 전극을 통해 
뇌파 데이터가 수집된다.

❷  뇌파측정기에서 
뇌파를 분석한다.

❸  분석된 뇌파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뇌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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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두었다. 

뉴로피드백은 환자 치료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 미국 CNN 방송에

서는 정상인도 자신의 집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뉴로피드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치료를 ‘뇌의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뉴로피드백 훈련에 의해 지능은 물론 학습이나 업무능력, 공연능력 

등의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뉴로피드백은 인간의 뇌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기술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뇌 훈련이 과연 우리의 인지능력을 진짜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다.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인지노화를 연구하

는 티모시 솔트하우스는 “두뇌훈련을 통해 개선된 과제수행능력이 다른 인

지능력도 개선시킬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신경과학자

들은 일시적인 혈류량의 증가만으로 노화를 겪고 있는 성인들의 처리능력

이 개선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로피드백은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뉴로피드백을 이용하여 과잉행동장애를 치료

하는 모습.

©Landschaftsverband Rhe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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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의 고령

자가 인지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컴퓨터 게임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분명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

다. 실제 뇌구조를 보여주는 ‘뇌신경촬영술’이나 뇌 기능을 보여주는 EEG 

분석을 통해 뇌 훈련을 받는 동안 뇌의 여러 부위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 훈련과 더불어 ‘비침습적 뇌자극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을 통해 인

도선 코일

일정한 주기로 
변화하는 자기장

고정프레임

자극받은 뇌 영역

rTMS에 영향받는 영역

자기장

활성화된 신경세포

휴면기의 신경세포

코일에 교류가 흐르면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이용하여 뇌를 자극한다.

rTMS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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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능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비칩습적 뇌자극은 자기 또는 전기 등을 이

용하여 수술 없이 뇌의 특정 부위를 국소적으로 자극해 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현재 자기를 이용한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rTMS과 직류전기를 이

용한 경두개 직류 전기자극tDCS이 사용된다. 주로 뇌졸중, 우울증 같은 질

병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환자군과 인지영역별로 효과

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뇌는 아직까지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다. 앞으

로 두뇌 훈련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에 대한 메커니즘이 밝혀진다면, 더 과

학적이고 효과가 높은 뇌 훈련 기법들이 개발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는 동시에 두뇌훈련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

미래를 바꿀 디지털 육감, 감각센서

⋮

가상현실을 앞당기는 햅틱 기술

⋮

촉감 전달을 이용한 실감나는 가상현실

온몸으로 느끼는 
스마트한 생활

PART 3

Smar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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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감인터페이스의 새로운 흐름

2007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아이폰은 PC를 휴대전화 안에 그대

로 넣은 듯한 획기적인 성능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삽시간에 스마

트폰 천지로 만들었다. 사용자 경험UX을 중시한 인터페이스, 위성항법장치

GPS 기반 서비스, 음성인식 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손

안의 스마트한 생활을 경험하게 해줬다.

2012년 구글이 안경 형태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인 ‘구글 글

래스’를 선보이면서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 기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삼성의 갤럭시 기어, 소니의 스마트 밴드, LG의 심박동 이어폰 등의 스마

트 기기는 시계나 밴드, 이어폰처럼 온몸에 착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

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구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

폰 이후 적극 투자하고 있는 분야로, 올해 83억 달러(약 8조 6400억 원) 규

모의 세계 시장이 2020년에는 1350억 달러(약 140조 원)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관련 특허 보유 건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

으며,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0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머지않아 온몸으로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컴퓨터뿐 아니라 생활 주변의 

사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컴퓨터 인터페이

스HCI가 개발되고 있고, 생활 속 사물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돼 정보

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oT이 구축되고 있다. 퀄컴의 폴 제이콥스 회장은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의 기조연

설을 통해 “스마트 기기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내는 디지털 육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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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감 인식 기술은 일반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

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도록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또 2012년 IBM은 ‘향후 5년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5가지 혁신적 기술

Next 5 in 5’로 인간의 오감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햅틱 인

터페이스, 뇌 자극 기술 등을 통해 각종 감각을 구현해 가상현실을 진짜로 

느끼게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인지체계를 모방하는 아바타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옷’을 만지고 입어 봐서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고 살 수 있고, 멀리 떨어진 고향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부모

님’을 따뜻하게 포옹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감 인식 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록 건수가 2000년 2000

건에서 2012년 1만 3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엔 촉각, 후각, 미

각에 관련된 특허 비중이 급증해 2012년에 전체 오감 인식 관련 특허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햅틱 기술을 이용한 수술시뮬레이터, 

촉감전달 시스템을 비롯한 오감 인식 장치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이로써 

영화 ‘매트릭스’ 같은 가상현실을 구현해 게임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및 

IBM의 ‘Next 5 in 5’의 기술 트렌드

출처: IBM

1
[청각] 인간이 듣지 못하는 음향 정보를 분석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됨

2 [시각] 시각 정보를 미세한 단위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됨

3 [촉각] 컴퓨터가 촉각의 인식뿐만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게 됨

4 [미각] 식재료를 분자 단위로 분석하고, 조리해 ‘완벽한 맛과 영양’을 갖춘 음식을 만들어냄

5
[후각] 사람이 숨 쉴 때 나오는 냄새를 통해 간, 콩팥, 폐 등의 질환 위험을 미리 진단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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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감 영상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3D를 넘어 4D로 발전

할 뿐 아니라 홀로그램 같은 첨단 기법이 접목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

도로 2015년까지 안경 없이 3D TV를 볼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미래에 완전한 입체 영상을 구현할 홀로그램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K팝 홀로그램 공연장’을 여러 곳에 조성하는 한

편,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실감형 콘텐츠의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진

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2013년 0.2%의 세계 점유율을 2025년 5%로 확

대할 계획이다.

2012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10대 분야 

중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82.2%로 가장 높

고, 스마트한 생활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세부 분야는 인간친화형 디스플레

이기술 91.8%, 실감형 감성콘텐츠 기술 82.8%, 가상․증강현실기술 79.4%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시한 9대 전략산업 및 4대 기반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시장 선점 복지-산업 동반성장

9대 전략산업
(Growth 
Engine)

·5G 이동통신
·해양 플랜트
·스마트 카

·인텔리전트 로봇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속 성장 기반 조성

4대 기반산업
(Platform)

지능형 반도체
미래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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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스마트한 생활을 구현하기 위

한 실감인터페이스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9대 전략산업 중에

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4대 기반산업 중에서 지

능형 사물인터넷을 꼽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통해 한국은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와 결합된 인간지향적인 IT 산업을 선도하고, 

실감나는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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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중심이 되는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S m A R T  L i f e

박민철(센서시스템연구센터)

minchul@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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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에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의 3D 영화 ‘아바타’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면서 3D(3차원) 영상에 

대한 관심과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2010년에 들어서 많은 게임과 영화, 

개봉 당시 ‘영상 혁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영화, ‘아바타’. 이 영화 이후 3D 영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21세기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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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3D로 제작됐고, 삼성을 비롯해 LG와 소

니 등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기업은 일제히 3D TV를 상용화해 제품을 출시

했다. 디스플레이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는 2015년에 3D TV가 전체 

TV시장에서 5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3년 국내에서 출시

된 대형 TV의 90% 이상이 3D TV였다.

그런데 이렇게 확 달아올랐던 3D 영상 콘텐츠와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곧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3D TV를 구입하고는 있지만 정작 3D 콘텐츠를 

즐기고 있지는 않다. 사실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많지 않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편한 3D 영상 기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3D 영상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 안경을 써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도가 높아 오래 시청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실제와 같은 3D 영상을 볼 수 있다

는 사실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19세기에 광학의 발전과 함께 양안시의 원리가 규

명되면서 3D 영상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3D 

이미지는 양 눈만큼의 시차를 두고 같은 대상을 찍

은 사진 두 장을 하나로 겹쳐서 보는 방식이었다. 

이는 우리가 3차원 공간감을 느끼는 원리와 동일하

다. 사진은 19세기 가장 인기를 끌었던 ‘홈즈’스코프. ©Davep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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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았던 반면, 불편함은 생각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또한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었다.

사실 3D 영상 기술은 신기술이 아니고, 170여 년이 더 된 오래된 기술

이다. 1838년 우리의 두 눈이 떨어져 있다는 성질(양안시)을 이용하면 평면 

영상을 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49

년 프리즘 방식의 입체안경이 개발되면서 ‘스테레오스코프’라는 이름으로 

3D 영상이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상업용 3D 영화 ‘사랑의 힘’이 처음 상영됐고, 30

년 뒤인 1950년대에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70편이 넘는 3D 영화가 제작돼 

첫 전성기를 맞았다. 30년 뒤인 1980년대에 이르러 다시 일본과 미국을 중

심으로 각종 3D 산업이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다시 우연처럼 약 30년이 

지난 2009년 ‘아바타’의 흥행으로 3D 영상의 대중화와 상용화가 크게 붐을 

일으켰다.

현재 대중화된 3D TV는 특수안경을 써야만 3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현재의 3D TV 대부분은 특수 제작된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양 쪽 눈에 서로 다른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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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글래스 방식이나 편광방식이다. 화면이 평평한 TV는 원래 3D를 표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보이는 영상을 따로 촬영한 다

음, 두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며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맨눈으로는 두 영상

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안경으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뇌가 2개의 영상을 조합해 이를 입체 

영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수 안경으로 뇌를 속이는 셈이다. 뇌를 속이며 

가짜로 입체 영상을 만들다 보니 오래 보면 메스껍고 어지럽다는 사람들이 

생긴다.

ⓒ과학동아

➊ 렌티큘러 방식 ➋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눈

오른쪽 영상 왼쪽 영상

렌티큘러 시트

오른쪽 영상 왼쪽 영상

LCD 장벽

차세대 3D TV 기술로 기대받는 렌티큘러 방식과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입체영상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화면 공간을 촘촘히 분할하여 시야각이 좁고 화질이 떨어진다

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엽서나 책갈피 등에 활용되는 입체이미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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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눈으로 3D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안경을 쓰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안경 없이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

술이 개발됐다. 반원통형 렌즈인 렌티큘러 스크린을 화면에 붙여서 왼쪽 눈

과 오른쪽 눈이 다른 영상을 보도록 하는 렌티큘러 방식과 화면에 여러 개

의 장벽을 설치해 양쪽 눈이 서로 다른 화면을 보게 하는 패럴랙스 배리어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질이 떨어지고 누워서 볼 수 없다는 단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눈의 피로감은 최소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3D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다. 초다시

점, 플로팅, 홀로그램이 그것이다. 

초다시점 디스플레이는 각 시점 간의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한쪽 눈에 

여러 개의 시점 영상이 동시에 맺히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두 눈에 

다른 영상이 맺히면서 양안시차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동시에 눈의 초점도 

올바르게 맞출 수 있어 눈이 피로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플로팅은 미리 준비한 영상을 프로젝션 장치가 쏘면 반사판이 이를 반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어 공연이

나 광고 등에 종종 활용된다. 홀로그램과 달리 모든 방

향에서 동일한 화면이 보여 완전한 3D는 아니다. 사진은 

대만 타이페이의 쇼핑몰에 설치된 플로팅 디스플레이. ©Posterscope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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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킨다. 반사된 빛은 무대 위에 비스듬하게 설치한 투명막에 투사되고, 

그 영상이 마치 공중에 영상이 떠 있는 홀로그램과 비슷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기술이다. 2012년에 등장한 ‘홀로그램 K팝(코리안팝) 공연’

도 이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앞과 뒤, 위와 아래 모두가 실제처럼 보이는 홀로그램은 완전한 입체

3D 영상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우리 눈이 물체에 반사된 빛으로 사물을 보

홀로그램은 완전한 3D 이미지를 공간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시각적인 효과가 커서 SF 영화에 종종 등장하며, 

영화에 묘사된 대로 활용범위도 넓다. 기술적인 요소들은 거의 모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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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를 이용해, 물체에 반사된 빛과 물체에 닿지 않은 빛의 회절과 간섭

현상을 모두 기록해 재생하면 실제로 없는 사물도 앞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과학자들은 홀로그램을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인치 정도의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빛을 조절하는 공간광변조기 수천 

개가 필요하고 눈으로 선명한 실시간 홀로그램 영상을 만들려면 고선명HD 

TV보다 25만 배나 더 선명한 영상이 필요하다. 웬만한 슈퍼컴퓨터로도 처

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양이다. 또 영상 전송 기술도 부족하다. 

게다가 홀로그램은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기술의 우수성 vs 사용자 만족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2015년까지 안경 없이 3D TV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미래에 완전한 입체 영상을 구현할 홀로그램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KIST

는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레드로버를 비롯하여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강원대, 건양대, 경북

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인하대, 상명대, 서울대, 세종대, 충북대 등과 

함께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D 입체영상 기술과 종류

동향     1세대                     2세대                                                          3세대

종류 스테레오 다시점 집적영상 플로팅 초다시점 홀로그래피

특징
양안 

패럴랙스
모션 

패럴랙스
풀 패럴랙스

(불연속)
풀 패럴랙스

(불연속)
자연적 모션 
패럴랙스

풀 패럴랙스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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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연스러운 차세대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아직까지 많은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기술 중에서 플로팅 기술은 ‘홀로그램’이라고 불리

며 상용화가 이뤄졌다. 이 기술은 완벽하게 입체로 보여주는 홀로그램과 달

리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홀로그램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홀로그램이라 불릴까? 이유는 영상에서 배경을 없애 인

물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화면을 빠르게 바꾸면 마치 

홀로그램처럼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양한 특수효

과를 이용해 실제 콘서트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어 홀로그램 효과

가 더 강해졌다. 양옆에도 스크린을 설치한 다음, 관련 영상을 보여주면 입

체효과가 극대화된다.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에 맞게 꾸민 영상과 빠른 화면 

전환, 특수 무대장치가 평면 영상을 홀로그램처럼 만든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어색한 진짜 홀로그램보다 사운드와 결합시킨 

공연에 종종 사용되어 흔히 ‘홀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영상은 사실 플로팅 디스플레이다.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셀리느 디옹과 엘비스 프레슬리, 스눕독과 투팍의 공연 등에 사용되어 왔다. KT는 최근 동대문에 K

팝 홀로그램 전용관, ‘클라이브(Klive)’를 동대문에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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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효과로 입체감을 높인 가짜 홀로그램 공연에 더 열광했다.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용자 만족도에 이끌렸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기술 발달이 늦어 사람보다는 기계나 기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했다. 기계나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

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기계가 사람에게 맞추

고 있다. 같은 기술이라도 사람이 더 편리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 

각광을 받는다. 스마트폰처럼 웬만한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

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휴먼

팩터 연구다. 휴먼팩터는 장치나 시스템에 인간이 관련될 때 일어나는 현

상을 뜻한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인간공학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또 휴먼팩터 연구는 기술이 지닌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 시

장에서의 적합성과 만족도를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디스

플레이 분야에서 휴먼팩터 연구는 현실에서 영상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방

식과 디스플레이에서 구현되는 영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에 주로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심리학과 생리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휴먼팩터 평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3D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홀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현실감 높은 3D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긍정적인 휴먼팩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흐름에서 KIST는 기존의 심리학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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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신경과학 측면의 연구에 광학과 디스플레이, 컴퓨터 기술을 추가로 

접목하여 더 효과적인 휴먼팩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휴먼팩터 평가 방법은 사람의 기억을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으로 분류한다. 주관적 평가 방법은 사람의 기억에 의

존하여 자기 보고형 설문지나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적 평가방법은 생리적 매커니즘에 따라 시각기능, 자율신경계, 인

지 기능 평가 등으로 구분한다. 시각기능 평가는 특정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의 평균 눈 깜박임 수, 동공크기, 융합력과 조절 대 폭주비 등의 변화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시각 피로도를 평가한다. 

자율신경계 평가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인간의 생체리듬 항상성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자율신경계

의 항상성을 평가하는 기술은 사용자의 심박 리듬을 분석하거나 속옷에 부

착한 센서를 이용하여 심전도를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피부전도도, 피부 온도 및 호흡

을 분석하는 기술, 옷 위에서 혈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빛의 투과량을 조절

할 수 있는 맥파 측정기술 등이 있다. 

인지기능 평가는 뇌의 여러 부위에 있는 혈액의 산소분포를 정확하

게 투영함으로써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높은 공간해상도

로 측정할 수 있는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특정 자극에 종속적인 뉴런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자기장에 근거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 뇌자도측정

MEG: MagnetoEncephaloGraphy, 외부 자극에 대한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작용에 

의해 발생된 전기적 펄스가 축적되어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뇌파 측정을 

이용한다. 

이 중에서 기능성자기공명영상과 뇌자도측정 장치는 공간 해상도가 

매우 높지만 고가의 대형 장비인데다 측정환경의 제약으로 의료기관 같은 

전문 기관에 한정돼 있어 주로 측정이 임상 치료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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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휴먼팩터 평가에서는 공간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시간 해

상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뇌파 측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파 측정은 시간에 따라 사용자의 특정 작업 수행에 대한 

몰입도나 피로도를 평가한다. 또 배경 뇌파로 알려진 델타파, 세타파, 알파

파, 베타파, 감마파 등의 자발 뇌파의 변화를 전전두엽이나 전두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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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파수 비율을 비교해 집중력과 피로도를 평가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6Hz 이상의 밝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시유발 전위도 

인지 피로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KIST에서는 시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시

유발 전위와 청각 자극에 종속적인 사건유발 전위 성분을 복합적으로 분석

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부하와 몰입도를 평가하고 있다.

인간 친화적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램이 제공하는 입체감과 현실감을 극

대화하려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휴먼

팩터 평가 기술들은 지나치게 실험환경에 종속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휴먼 팩터를 속속들이 이해하려면 사람의 다양한 반응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웨어러블 센싱 기술의 발

전으로 휴먼 팩터에 대한 이해도는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실험용으로 제작하여 장착한 웨어러블 센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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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더 나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무구속 무자각 생체신

호 측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웨어러블 센싱의 경우 심전도, 혈압 등의 자율신경계 반응의 신호 대 

잡음비는 제한된 실험실 환경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움직일 때 심전도를 측정하면 많은 노이즈가 생겨 신호의 신뢰성이 크

게 떨어질 수 있다. 뇌파도 눈 움직임이나 심박 자체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의 생활 스타일을 고

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생체신호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와 고급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무구속 무자각 스마트 센싱을 이용한 휴먼팩터 평가 기술 개발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램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규명하고, 실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의 시청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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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을 정도로 인터넷 쇼핑은 일상생활의 일부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만 12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 64%가 인터넷 쇼핑을 하

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인터넷 쇼핑 이용자 수와 거래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근본적인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바로 오

프라인에서 쇼핑할 때처럼 물건을 직접 만지며 실제처럼 확인하기가 어렵

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 쇼핑몰의 메인화면. 다양

한 상품이 나열되어 있지만 상품

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거의 전

적으로 시각정보에 의지해야 한

다. 향, 재질, 맛과 같은 정보를 알

아보려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참

고하거나 매장에서 실제 제품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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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같은 오감을 가지는 컴퓨터

걱정은 붙들어 매도 좋다. 가까운 미래에 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바로 센서 장치로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 즉 시각, 후

각, 청각, 미각, 촉각을 모방한 오감인식 기술이다. 미국 IBM은 2012년에 

자신들이 추진한 연구를 토대로 “5년 안에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오감을 가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BM은 컴퓨터가 가질 인공 시각이 이미지와 동영상 데이터에서 의미

를 찾아내는 단계까지 진화해서 의료영상을 분석하거나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후각은 사람이 숨 쉬는 것만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실내에 병

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각은 소리를 정밀하게 인식해 상

대방의 감정 상태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산과 바다에서 미세한 소리

를 들어 산사태나 홍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미각은 개인의 건

강 상태와 맛 선호도를 고려해 식단을 구성하며, 촉각은 스마트폰 화면이

나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의 질감을 느끼며 구매할 수 있도

록 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감 센서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술이

다. 센서뿐 아니라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처럼 저장

된 화합물을 조합하여 다양한 향을 재현하는 기기도 

선보인 바 있다. 후각센서인 HF-QCM Sensor Array

의 사진.

©M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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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센서 기술은 오래전부터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쓰이고 있는 오

래된 기술이다. 그런데 이 센서가 최근에 IT와 결합하면서 융합기술이 차

세대 유망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센서 기술이 컴퓨터 기술과 

융합돼 더 빠르고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웹 

2.0’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표한 팀 오라일리도 2009년에 “센서가 차세대 

주자Next Big Thing가 될 것”이라며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돼 세계는 새로

운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런 흐름은 특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감 인식 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록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촉각과 후각, 미각에 관

련된 특허 비중이 급증해 2012년에 전체 오감 인식 관련 특허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의 기분을 알고 맞춰주는 센서의 세계

그렇다면 현재까지 각 감각센서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현재는 출발점이

자 목표를 세우는 바탕이 된다.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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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우리 눈은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 사물의 크기와 모양, 색깔, 

거리, 명암 같은 특징을 파악한다. 시각센서는 이런 눈의 기능을 대신하는 

센서인데, 적절한 물질을 이용하면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외선과 적외

선까지도 볼 수 있다. 이미 빛을 이용하는 기본 시각센서로 다양한 광센서

가 개발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시각센서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얼굴 표정에서 

사람의 기분까지도 알아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는 얼

굴표정을 인식해 상대방이 슬프거나 화가 난 상태일 경우 미리 경고할 수 

있는 시각센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의 토비테크놀로지는 최

근 사용자의 눈으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노트북용 시선인식기를 개발했

다. 시선인식 기술은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기기 조작을 도

우며, 학습이나 훈련 등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관심사항을 파악해 이용자가 앞으로 어떤 행동

을 할지를 예측하려고 시선 인식과 뇌파신호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

에 맞게 사용자가 원하는 미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로봇 팔로 어떤 물체를 집거나 만져야 할 때 물체에 닿는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 물체를 집을 때는 깨뜨리거나 놓치지 

않으려면 물체에 따라 힘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미리 

세밀하게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시각센서로 본다고 알 수는 없다. 

특히 현재 널리 쓰이는 전자기 방식 촉각센서를 이용하면 로봇의 두

뇌에서 팔까지 이어진 선 때문에 방해신호나 잔상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

고, 주위에 생기는 강한 자기장과 팔 자체의 움직임으로 방해신호를 유발

하는 문제점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개발한 것이 광섬유로 만든 촉각감지센서다. 

광섬유가 외부에서 준 힘의 크기와 위치, 작용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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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게 굽혀지는 ‘미소굽힘’을 가진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빛의 세기와 파

장을 조절해서 이용하는 센서다. 

일본 나고야대 연구팀은 세 방향을 축으로 한 입체형 촉각센서를 개발

했다. 광원에서 들어온 빛이 광섬유를 따라 아크릴돔 구조로 이동될 때 아

크릴돔에 위치한 센서장치는 받는 힘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CCD카메라에 

맺히는 이미지 데이터에 변화를 주고, 이를 분석해 수직과 수평방향의 압

력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센서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온도가 

일본의 자동차기업 토요타가 기획한 4륜 세그웨이에 탑재될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의 상상도. 대상을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표현해주기도 하고 탑승자의 표정을 감지하여 현재 심리상태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기도 한다.

©T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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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지도 측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센서가 지닌 부식성과 내구성, 선을 모

두 연결해야 하는 배선 문제까지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정교

한 로봇 팔을 만들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전

망이다.

최근 미국의 탈믹Thalmic이 팔목에 착용하는 암밴드로 착용자의 손동

작이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근육 안에 흐르는 전기신호를 측정한 뒤 블루투

스로 전송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는 촉각센서 ‘MYO’를 출시했

CCD 카메라

영상정보

섬유경

입체촉각센서는 촉각감지 소자를 3차원 배열에 맞추어 구성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들어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입체촉각센서 시스템의의 구조

힘

영상

광섬유를 통해 들어온 빛
촉각감지 소자

아크릴 돔

촉각감지 소자원뿔형 안테나

원통형 안테나

화면의 
중심 이동

광섬유-카메라 
접속부

관측구멍

©www.in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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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USC의 비터비 공대 연구팀은 사람보다 더 민감

한 촉각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117개 종류의 재료를 95%의 정확도로 

구별할 정도다. 스위스 로잔연방공대 연구팀은 자신들이 개발한 ‘바이오닉 

핸드’라는 인공손을 2014년 2월, 10년 전 화재로 왼쪽 팔꿈치 아래를 절단

한 덴마크의 36살 데니스 소렌센에게 이식했다. 그는 전극과 신경이 연결

된 인공손을 이용해 10년 만에 실제 손의 촉감을 느꼈다. 세계 최초로 인공

손의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이다.

듣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시각이나 촉각정보만큼 중요한 정보가 청

각정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로봇과 음성 인식 기술을 

대표적인 미래 기술로 선정하면서 “로봇과 음성 인식 기술이 컴퓨터를 바

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와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려면 컴퓨터가 정형화되지 않은 

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사람과 비슷한 억양으로 말할 수 있어

야 한다. 일본 NTT도코모는 음성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사용자와 

NTT 도코모의 ‘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구조

사용자의 말을 인식하여 뜻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음성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애플의 시리, 삼성의 S 보이스, 

LG의 퀵보이스 등과 유사한 서비스다.

음성인식
엔진

사용자의
발언

내일 날씨는?

문자

문자

콘텐츠, 캐릭터가
하는 말 이 지역의 날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날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캐릭터가 하는 말(문자)

캐릭터의 음성

음성합성
엔진

날씨 잡담

지도 동영상

의도해석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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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서비스, ‘말하는 컨시어지’를 출시했는데, 이 서비스는 일본어 대

화를 약 80%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미각과 후각은 기존 센서가 가격이 비싸고 특정 맛이나 냄새만 감지하

도록 개발돼 여러 냄새나 맛이 섞였을 때 분별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

고 있었다. 기존 센서는 냄새나 맛과 관련된 분자를 감지하는 금속산화막 

반도체나 수정 진동자가 보통 6~24개의 전자센서를 이용해 각각의 센서가 

특정한 맛이나 냄새를 인식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판별하며 작동한다. 최근에 서울대 박태현 교수팀은 탄소나노튜브에 사람

의 후각과 미각 수용체 단백질을 각각 결합시켜 바이오 인공후각 및 미각 

센서를 개발했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압축성장 필요

컴퓨터가 제대로 오감을 가지게 된다면 빅데이터와 홈매니지먼트, 인공지

능 같은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 활용할 분야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 전문

가들은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을 인식하고 분석해 행동을 예측함으로써 범

죄를 예방하거나 쇼핑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몇 년 내에 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표정과 음성에서 기분을 알아낼 수 있는 오감인식기술은 

기계와 사람이 서로 교감하도록 도우며, 사람의 생각을 미리 파악하는 맥

락인식 같은 디지털 육감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 퀄컴의 폴 제이콥스 회장은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기조연설로 “스마트 기기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알아내는 디지털 육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감 인식 기술을 확보하려면 기초기술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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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큰 기술 분야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압축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특

히 세계적인 산업과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 핵심부품으로 부상할 

오감센서 개발에 앞장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오감 인식 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투명·유

연 디스플레이 같은 최신기술을 오감 인식 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활용 분

야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오감 인식 기술은 뇌파나 뇌신경 신호를 인식해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데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CES와 같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는 웨어러블기기의 출품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그 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CES 2014에서 고글형 웨어러블기기를 시연 중인 참석자.

©Patrick T. Fallon,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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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을 

앞당기는 

햅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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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SF영화에서 보던 진짜 

같은 가상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영상과 음향 기술 발달로 휴대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실제감 높은 가

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술은 사실적인 영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세와 움직임을 넘어 의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가 촉각이지만 다른 감각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점자책에서도 보듯 촉각

은 시각이나 청각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전할 뿐 아니라 타 감각이 따를 수 없는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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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 파악하는 단계에 이르러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느

끼게 한다.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데는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특성도 한몫을 한다. 바로 사람이 휴

리스틱heuristic한 사고를 한다는 사실이다. 휴리스틱한 사고란 사람이 완전

하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짐작이나 주먹구구 방식으로 생

각한다는 의미다. 가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경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경험을 토대로 그럴듯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뇌는 진짜가 

아니라도 진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뇌의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기술도 최대한 실제에 가깝

게 구현해야 한다. 우리 몸은 민감해서 기술이 어리숙하면 가짜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가상현실을 실제와 똑같이 느낄 

수 있으려면 사람이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즉 사람의 오감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감 중에서 

시각과 청각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기술 수준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충분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촉각과 미각, 후각은 상대적

으로 발전이 더딘 편이다. 미각과 후각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하다는 점

을 감안하면 가상현실 구현에서 가장 뒤쳐진 감각이 촉각인 셈이다.

오감 중 가장 필요한 촉감

가상현실과 실감형 기술 구현에서 시각과 청각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

자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다른 감각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바로 촉각이다. 

상당한 수준에 이른 시각과 청각에서는 웬만한 기술로는 실제감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초기 수준인 촉각은 조금의 효과에도 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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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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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형 햅틱 모듈의 구조

진동형 햅틱 모듈은 촉각을 강화하는 기술인 햅틱 기술에 종종 활용되는 선형 공명 액추에이터다. 진동 방향에 따라 

여러 타입이 있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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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었다. 게다가 몸으로 익히는 촉감의 중요성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과정을 몸으로 느끼며 배우는 것의 중요성도 알

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 방향은 사람들의 편리성과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많

은 차이가 발생한다. 1990년대 촉각에 관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던 미국의 공학자들이 햅틱Hapics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햅틱

은 사람이 촉각을 인지하고 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다.

초창기에는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개발이 주된 연구 분야였다. 이후 기술이 발달

하고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크게 촉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햅틱 인터페이스

를 설계하고 제어하는 영역,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촉각

을 계산하는 햅틱 렌더링, 인간이 촉각을 느끼는 햅틱 지각으로 나눠졌다. 

2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촉각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햅틱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촉각 

자극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바로 진동촉감 장치vibrotactile 

display, 힘 피드백 장치force feedback device, 촉감 디스플레이tactile display다. 

진동촉감 장치는 솔레노이드, 진동모터, 피에조 액추에이터 같은 진동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사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진동을 줘 감각을 전달하도

록 구성한다. 이 장치는 이미 널리 실용화돼 휴대전화에서 평면화면을 누

를 때 진동을 줘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또 스

타일러스 펜에도 장착돼 평면에서 종이에 볼펜이나 연필로 필기를 하는 듯

한 질감도 느낄 수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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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피드백 장치는 가상이나 원격으로 어떤 사물을 조작하거나 탐색할 

때 스타일러스 펜이나 트랙볼 같은 도구를 통해 역감과 흔들림 같은 특성

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한 기계장치이다.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도구

가 가상으로 존재하는 물체와 접촉이 일어날 때 힘의 방향과 크기만을 전

달하는 3자유도 힘 피드백 장치와 토크까지 전달할 수 있는 6자유도 힘 피

드백 장치가 주로 쓰이고 있다. 현재는 여러 종류의 제품이 상용화돼 가상

현실과 의료 시뮬레이션, 게임 컨트롤러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장치는 간접적으로 촉감을 전달받는 방식이어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고 피부 표면에 직접적으로 촉각 자극을 전달하는 촉

감 디스플레이가 개발되고 있다. 인간의 피부에는 크기, 위치, 반응 주파

수 대역, 지속시간을 각각 감지하는 4가지 기계수용기mechanoreceptor가 존재

한다. 촉감 디스플레이는 물리적, 전기적인 방법으로 피부의 기계수용기를 

자극하여 사물을 만지거나 조작할 때 느끼는 정보를 재현하는 장치다.

현재는 피드백 장치를 보완하거나 휴대기기의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

6방향 힘 피드백 시뮬레이션. 가상의 ‘무게감’을 부여하여 실제로 물체를 들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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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지고 있다. 피부에 물체를 직접 접촉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방식, 

피부와 접촉하는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식 같이 피부의 높은 민감도

를 그대로 살리려는 기술이다. 현재까지는 연구실 수준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용화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촉감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햅틱 렌더링과 햅틱 지각

햅틱 렌더링은 일반적으로는 간지러운 느낌이나 진동 같은 촉감을 햅틱 인

터페이스를 통해 재현하고 전달할 때 계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가

상공간에서 표현된 사용자의 신체 일부나 조작하는 도구를 아바타avatar라

고 하는데, 햅틱 시뮬레이션에서는 햅틱 인터페이스의 기능에 따라서 공과 

같은 단순한 형태부터 의료도구, 손가락, 손 같이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기

도 한다.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촉감을 계산하려면 우선 아바타와 가

상 물체 간의 충돌을 감지collision detection해야 한다. 이것은 햅틱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이다. 충돌이 

감지되면 상호작용에 따른 힘과 마찰력을 계산하는데, 표면의 특성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 햅틱 인터페이스의 성능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되기도 

다양한 촉감 정보를 피부에 전달하는 촉감 디스플레이. 아직은 극소수의 연구실에서 탐색 연구를 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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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렇게 계산된 힘을 햅틱 인터페이스에 전달하며 마무리되는데, 이때 

디지털 기기 조절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성instability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와 

가상 물체 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다.

이렇게 구현된 햅틱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일

이 있다. 바로 햅틱 지각이다. 햅틱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지각 능력을 평

가하거나 렌더링된 촉감을 실제 환경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 로보틱스 하

드웨어에 적용되는 기존 척도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중 햅틱 지각haptic 

perception은 물리적인 촉각 정보가 심리적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을 연구하

는 분야다. 특히 이 분야의 정신물리학psychophysics 실험 기법은 햅틱 인터

페이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더 직관적인 테스트 방법으로 젝스Jex의 테스트가 있다. 햅틱 인터페

이스를 조작할 때 마찰이나 진동이 작아야 하고, 벽돌에 부딪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정지감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흔들림

이나 튀는 느낌 없이 마찰력을 전달하고, 멈춤쇠

detent 시뮬레이션을 시간차 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토대로 햅틱 인터페

이스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방

법이다. 

이 테스트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페이스 장치

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반면 촉

감 디스플레이는 큰 부피로 인

해 작업공간이 좁아지는 문제

햅틱 기술이 가장 먼저 활용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게임

이다. 세가에서 발매한 드림캐스트의 주변기기인 ‘점프 

팩’. 힘 피드백 기술을 활용하여 조종기에 진동 기능을 부

여함으로써 한층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S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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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고, 구현된 촉감이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생활 속의 햅틱 인터페이스 

햅틱 기술은 이미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전화 

대부분에서 버튼을 누를 때 진동을 발생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음

향을 진동으로 전환해 콘텐츠를 더욱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햅틱 

기술까지 적용되고 있다.

햅틱 기술은 BMW와 렉서스 같은 고급 자동차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자동차에서도 만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수년 전부터 햅틱 컨트롤러를 장

착한 제품을 출시해 왔다. 국내에서도 쌍용의 체어맨과 기아의 K9 같은 고

급 자동차에 햅틱 컨트롤러가 장착돼 출시되고 있다.

운전을 하면서 다른 장치를 조작하려고 눈을 다른 곳에 뒀을 때 발생

자동차에 적용된 햅틱 인터페이스. 스티어링 휠에 부착된 햅틱 스티어링(왼쪽)과 가운데 콘솔 부분에 장착된 햅틱 컨

트롤러(오른쪽).

 ©Mototrend.com, Audi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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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험성을 고려해 햅틱 기술로 

직접 보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게 만

든 것이다. 최근에 출시된 캐딜락은 

시트에 햅틱 기술을 적용해 다른 차

선을 침범했을 때 시트가 진동하며 

경고하기도 한다. 가상현실에서는 힘 

피드백 장치로 가상 물체와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촉감을 전달해 더욱 실

감나게 재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

며, 수술 시뮬레이션에서 의사가 도

구를 사용해 인체 조직을 누르거나 

자를 때 전달되는 힘을 재현하기도 

한다.

특허와 고가라는 문제 

해소에 KIST가 앞장서다

이렇게 햅틱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햅

틱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과 특허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다. 물론 미국과 유럽에 햅틱 기술의 근간이 되는 로보틱

스와 가상현실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발전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

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비와 기술 특허가 소수 기업에 집중돼 있어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센세그, 페어차일드 같

은 기업들이 휴대기기를 위한 햅틱 솔루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미

신형 캐딜락에 장착된 근접경고시스템. 차선을 벗어

나거나 다른 차량이 가까이 다가오면 진동 등의 방법

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General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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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벤처기업 이머전은 햅틱과 관련 기술과 특허를 공격적으로 확보해 1000

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햅틱 기술 솔루션 시장의 95%

를 점유하고 있다.

휴대기기 제조업체에서 햅틱 기능을 제공하려면 해당 기업의 솔루션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햅틱 인터페이스 장치도 일부 기업을 중

심으로 고가의 연구 장비만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를 하려면 울며 겨자 먹

기로 고가의 연구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만큼 햅틱 

기술의 대중화와 연구 활성화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KIST는 햅틱 기술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햅틱 다

이얼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또 햅틱 기술을 이용한 치과수술시뮬레이터, 

복강경 수술시뮬레이터도 개발했다. 2014년 현재에도 연구 과제의 일환으

로 초음파나 전기 자극을 통해 피부에 직접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을 연구

햅틱 기술에 특화된 중소기업 ‘이머전’의 홈페이지. 현재 햅틱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향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독과점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Immersio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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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휴대기기의 평면 디스플레이에서 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며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공간에서 원격으로 촉감을 통

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10년대 후반이면 등장할 예정이다.

햅틱 기술은 휴대기기의 스마트화와 대중화에 힘입어 미래 기술이 아

니라 일상생활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과 원격 조종에서 

지금까지 겪지 못한, 실제와 거의 똑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

제 햅틱 기술은 학문을 넘어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다양한 기술로 자

리매김할 것이다. 다만 얼마만큼의 관심과 지원이 따르느냐에 따라 그 시

기가 달라질 뿐이다.

CES 같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도 햅틱 기술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도

록 복잡해진 시스템도 대거 선보여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팔 전체에 장착하도록 게임

용으로 개발된 힘 피드백 컨트롤러.

©Forcetek |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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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 전달을 

이용한 

실감나는 

가상현실

S m A R T  L i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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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쓰지 못하는 전직 해병대원이 외계

인의 육체를 입고 외계행성을 활보한다. 인간의 몸이었다면 숨조차 쉬지 

못했을 환경 속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온갖 경험을 할 수 있다. 

영화 ‘아바타’ 이야기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등장인물은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세계를 마치 현실처럼 느끼며 액션 활극을 벌인다. 이런 일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가상현실기술이다.  

SF영화에 등장하는 가상현실기술이 개발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

영화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창조한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캡슐 안

에 누운 채 신경자극만으로 창조된 세계를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워너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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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바뀔까. 영화에서는 재미를 위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현실에

서는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것이다. 

직접 옷가게에 가지 않아도 ‘만져보고 입어봐서’ 마음에 드는지 확인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며,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않아도 ‘따뜻

하게 포옹을’ 할 수 있다. 게임도 단순히 모니터만 쳐다보는 것을 넘어 마치 

스스로 게임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시스템 구현하기 위한 중요 기술

가상현실을 구현하려면 우리가 느끼는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

각을 모두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시각과 청각, 촉각은 가상현실 시

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 기술

은 현재 크게 발전한 상태다. 

3D영상 기술이 이미 상용화됐고, 머리에 쓸 수 있는 헤드마운트 디스

플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도 나와 있다. HMD를 쓰면 주위 환경에 방해

를 받지 않고 3D영상에 몰입할 수 있다. 음향 전달 기술도 크게 발전해 요즘

에는 이어폰을 이용해서 5.1채널의 입체 음향을 들을 수도 있다. 이미 제한

적인 범위에서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있는 셈이다.

물론 영화 속에서와 같은 가상현실은 아직 먼 이야기다. 먼저 해결해

야 할 감각이 촉감이다. 상호작용은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핵심

적인 요소다. 가상 공간 안에서 물체나 다른 사람과 서로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에 가까운 경험을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만질 때 느낌이 전달돼야 한다. 여기에는 촉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이 걸음마 



151온몸으로 느끼는 스마트한 생활 | Smart Life

단계에 있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기기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촉감전달기술, 즉 

햅틱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손

뿐만 아니라, 온몸에 촉감을 전달해 다양한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이다. 

HMD는 이미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HMD를 장착하고 낙하산 강하 훈련 중인 군인.

©U. S.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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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은 어떻게 전달할까? 

사람의 피부에는 여러 종류의 수용체가 있고, 이들 수용체가 받는 자극은 

유기적으로 조합돼 피부에 어떤 물체가 닿았는지를 느끼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압력을 느끼는 수용체, 진동을 느끼는 수용체, 온도를 느끼

는 수용체다. 피부에 와닿는 압력의 범위로 물체의 모양을 파악하고, 진동

의 강도와 주파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파악하게 된다. 우리가 물체 표

면의 거칠기를 파악할 때 손가락과 같은 곳으로 물체의 표면을 훑고 이때 

발생하는 피부의 떨림으로 거친지 매끈한지를 파악하는 원리와 같다.  

또한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피부의 온도변화율을 이용하면 물체의 재

전도성 바늘이 사용자 손가락 끝의 신경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한다.

손가락 끝에서 발생한 신경 신호가 신경망을 타고 
뇌에 도달한다.

뇌는 손가락 끝에서 전달된 신호를 실제 촉감 경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실제 재질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Nikko Van Stolk

진동형 햅틱 모듈로 촉감을 구현하는 과정

촉감은 다른 감각과 달리 감각의 종류에 따라 다른 수용체가 있어 여러 수용체를 자극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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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판단할 수 있다. 금속이 닿으면 피부가 열을 빨리 빼앗겨 차가운 느낌

이 들고, 나무가 닿으면 천천히 열을 빼앗겨 차가운 느낌이 덜한 현상을 흉

내 낸 것이다. 따라서 촉감을 전달하려면 촉감 전달시스템을 피부에 부착

해 여러 수용체를 자극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구동 방법을 이용해 다

양한 촉감전달 시스템Tactile Display System이 개발됐다.

최초의 촉감전달 시스템은 맹인들이 사용하는 점자다. 피부로 느끼는 

압력의 패턴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원리다. 같은 원리를 이용한 촉감

전달 시스템도 개발됐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양하다. 사람의 손에 

전달되는 압력감의 공간 분해능은 2㎜ 정도이므로 구동장치를 촘촘하게 배

열하기 위해 정밀가공기술과 미세전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을 이용한다. 또한 다양한 패턴의 압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

의 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압전소자를 이용하거나 전자

기력을 이용한다.

혹은 전기활성고분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은 장치가 

두껍고 단단해 피부에 넓게 붙이기 어려운 반면, 전기활성고분자는 유연해 

굴곡이 있는 피부에도 붙일 수 있다. 다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작

동시키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전압이 높다는 것이 한계다. 한편,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에 닿지 않고 압력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압력감 전달용 촉감전달 시스템은 제각기 한계가 있

다. 그래서 재질이나 질감 등 다양한 촉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온도나 진

동 소자가 집적된 촉감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복합 감각을 전달하기 위한 촉감전달 시스템은 압력감, 진동감, 온도

감 등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물체의 모양과 재질, 질감을 동시에 전달

할 수 있어서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과 물체 혹은 다른 사람 사이의 상호작

용을 실감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 

KAIST에서는 압력감과 온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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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마우스에 부착해 화면에 나타난 물체를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KIST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압력감과 온도감, 재질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며, 유연하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몸의 여러 부분에 붙일 수 있

다. 게다가 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커서 손보다 덜 민감한 팔이나 발 등에

도 촉감을 전달할 수 있다. 

신경을 직접 자극한다

촉각에 시각과 청각만 더해도 가상현실 시스템은 조금 더 실제에 가까워진

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가상현실 시스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크기다. 몸 전체에 감각을 전달하려면 온몸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

촉감센서는 다양한 기기와 결합하여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NASA에서는 촉감센서를 포

함한 가상현실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주에서의 활동을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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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구동 장치의 수가 너무 많고 시스템이 매우 복잡해진다. 

둘째는 아무리 정교한 촉감전달 시스템이라고 해도 실제 감각과는 차

이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와 같아지려면, 압력감과 진동감, 온도감 외에도 

피부의 밀림이나 늘어남, 근육의 움직임 등을 추가해야 한다. 이런 감각까

지 모두 전달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사람이 외부와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감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상현실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들은 

뇌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 우리 몸이 느낀 감각은 뇌의 감

각피질로 전달된다. 따라서 그곳을 직접 자극할 수 있다면 촉각을 기계적

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실제 감각과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뇌

에 직접 자극을 가해야 한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자극 시스템이 필요

한데, 최근 자기장이나 초음파를 이용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됐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선 뇌에서 감각을 처

리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가 정밀하지 않아 미세한 감각을 전달하기 어렵

다. 또 초음파나 자기장을 원하는 부위에만 전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두개골을 통과해 정확히 원하는 부위에만 자극을 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지 않았다. 

현재 기술로 영화와 같은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터페이스에 촉감전달 시스템을 적용하면 혁신적인 전자기기나 모바일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은 초기 단계이

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검증됐다. 비록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

만, 머지않은 미래에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가상현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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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종’이 ‘순종’보다 효율적이다

영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그

가 언급한 물결은 특정 자원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을 뜻한

다. 첫 번째 물결인 농업혁명이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가 문명

을 건설하는 기반이 되었듯, 두 번째 물결인 산업혁명은 기계를 이용한 대

규모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대량소비사회를 성립시켰다. 토플러가 새로운 

시대로 제시한 세 번째 물결인 정보화 혁명은 그의 예언대로 지식과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한 산업군을 탄생시키고 주요 산업이 IT 위주로 빠르게 재편

되게 했다.

이미 30여 년 전의 이론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네 번째 물결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IT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 사회

에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사실 창의적인 

생각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산업의 근간이자 기업의 성공비결이었다. 그러

나 현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예전의 창의적 아

이디어는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기술적인 창의성에 가까웠고, 전문가

가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구도로 선형적인 발

전경로를 따른다. 그러나 현재의 창의성은 한 분야 내에서 일어나는 혁신

보다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에 더 가깝

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 분야의 발전경로가 얽히고 교차되어 비선형적인 

구도를 이룬다.

예컨대 가장 창조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애플Apple Inc.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애플은 ‘선도자’라는 인상과는 달리 각각의 개별 기술 분야에

서는 ‘최초’가 아닌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애플은 기술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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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보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선호한다. 애플이 운

영체제에 도입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서 따라하게 만든 그래픽 기

반의 인터페이스는 제록스가 이미 완성된 형태를 개발해냈으며, 모바일 소

프트웨어 유통시장을 근본부터 바꾸어놓은 앱스토어는 이미 이전에 숱하

게 등장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일 뿐이다. 

그런데도 왜 애플은 선배들과 달리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애플의 성

공비결은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기막히

게 엮어내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혁신에 있었다. 제록스는 미려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개발해놓고도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수많은 기업들의 전자유통망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

는 창구일 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플랫폼은 

아니었다. 요컨대 애플의 혁신은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에 생각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조합해내는 아이디어에 그 본질이 있었던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바로 새로운 물결인 ‘창조경제’의 핵

심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대비하고 있다. 영

국이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은 이미 토니 블레어Tony Blare 전 총리 재직 당시

부터 창조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

진해 왔다. 영국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를 설치하여 정부 주도로 지식산

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창조산업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립했다. 영국

의 창조경제 정책은 ‘창조적인 영국Creative Britain’이라는 이름으로 8개 분야

로 나뉘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창조적인 영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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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특징은 창의성을 육성하고 산학연계를 강조한 교육, 기술이전네

트워크를 통한 기술 교류와 지식산업기반 강화,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을 중심에 둔 발전이라는 세 가지 전략이다.

창조적인 영국 정책은 유럽연합이 2010년 발표한 ‘유럽 2020Europe 

2020’에도 일부 반영됐다. 유럽 2020은 유로존의 국가들이 공동 발제한 발

전전략으로 문화와 창조산업의 잠재성에 주목하여 관련 조직을 꾸리고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성장의 늪과 PIIGGSPortugal, Italy, 

Ireland, Greece, Great Britain, Spain에 발목잡힌 유럽연합으로서는 풍부하게 보유

한 고급 인력과 문화자산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이 이 전략의 배경에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기술과 산업을 리드하는 미국도 창조산업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고급인재 양성과 기초과학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2월의 연설에서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이 혁신 역량에 

달려 있음을 언급하며 창조성과 상상력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산업을 보장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창조산업 구상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 본국이전 가속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학, 기업, 창조적 인력 삼자 간 파트너십에 대한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처럼 상이한 분야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역시 ‘쿨 재팬Cool Japan’이라는 전략을 내세워서 문화산업을 중심

으로 창조적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쿨 재팬은 소위 ‘한류’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콘텐츠, 음식, 관광 등 문화관

련 산업 전반을 아우른 경제발전전략이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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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전략의 대상으로 광고나 디자인과 같은 분야를 포함시킨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들의 창조경제 관련정책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새로

운 산업 기반을 창출하되 민간과 연구기관, 전문인력들의 혁신성을 신뢰하

고 국가 정책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창조

경제 관련정책이 하나같이 교육 항목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만 생각해보

아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산학

연 협력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연구분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전적인 

연구과제를 장려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최근 강조되는 분야 간 교류와 융합은 이전의 학제 간 연구와 달리 공

학과 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시야에 둔다는 점이 특

징이다. 공학 분야에서는 기초 원리에서 시작하기보다 자연물의 형상을 모

방하는 데서 출발하는 ‘자연모사공학’이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다양

한 물리적 세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도 활발하

다. 최근에는 생리학이나 역학을 넘어서는 과학, 공학 이론들도 스포츠 훈

련에 도입되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고 이로부터 축적

한 데이터는 다시 관련 IT 기술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거창한 거시적 기획에서 출발하기보다 작지만 결

정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융합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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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가득하다.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 브라질 월드컵을 거쳐,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치르면 한 해가 다 지나갈 정도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훈련하는 선

수들이 이용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영에서 전

신수영복이 등장한 이후 세계신기록

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결국 전신수영

복이 금지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등장한 스포츠 선진국의 첨단 훈련프

로그램과 그에 따른 경기력 향상도 

스포츠와 과학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

한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IT기술을 

접목한 훈련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스포츠 산업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

2014년 동계올림픽에서는 비인기종목의 분전이 눈에 

띄었다. 특히 관심을 끈 컬링은 머리싸움이 주가 되

는 스포츠라는 점에서 향후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성

장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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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불어 스포츠 과학, 스포츠 산업이 현대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그중 

가상현실의 주요 기술인 몰입형 디스플레이, 휴먼 인터랙션, 센서 입출력, 

가상 코칭 콘텐츠 등이 스포츠 과학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스포츠 분야의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최첨단 훈련 시스템을 갖춘 스포

츠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IT기술을 이용한 체계적 분석

선수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에 맞는 맞춤형 훈련에 따르는 건 

경기력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대방의 경기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전술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선수와 

미국의 육상선수인 롤로 존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에 첨단 스포츠 과학을 도입했다. 존스 선

수의 훈련은 에너지 드링크 회사 레드 불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Red Bull Project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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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IT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허들 종목의 간

판격 육상선수인 롤로 존스는 훈련장 트랙에 총 40대의 적외선 카메라 및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허들 동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존스는 

신체의 각 부분과 관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총 39개의 센

서를 몸에 붙이고 훈련했다. 센서의 측정 결과는 스포츠 과학자들이 분석

해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했다. 3차원 입체 영상을 분석했는데, 초반 가속구

간에서 지면 접촉 시간, 신체 중심과 허들 사이의 거리, 구간별 속도, 허들

을 넘는 속도와 거리 등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를 토대로 존스는 자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준

비했다. 지면 접촉 시간을 줄여 초반 가속 구간에서 기록을 향상시켰고, 허

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넘을 수 있게 됐다. 비록 런던 올림픽에서 4위에 머

물렀지만, 그 전인 베이징 올림픽에서 얻은 성적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이뤘다. 현지에서도 롤로 존스의 향후 기록 향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남자 육상 100m의 스타인 우사인 볼트 역시 초고속 카메라와 3차원 

동작분석 장치를 이용해 달리는 동작을 분석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우사

우사인 볼트는 스타트 과정을 교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었다. 이 훈련에는 3D 동작 분석 시스템이 

동원되었다.

©Puma, Vicon motion systems,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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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볼트의 영상을 분석한 뒤 약점을 찾아냈다. 스타팅 블록에서 발을 너무 

높게 올려 초반 기록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선천적인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어깨와 골반의 움직임이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볼트는 이를 교

정하던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지만, 결국 이겨내고 9초 63이라는 올림픽 기

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알파인 스키 활강 종목은 최고 시속  

160km에 달하는 스포츠인데, 선수들은 코스를 파악하고 코스에 맞게 회전

을 한다. 이때 엄청난 원심력을 견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력과 지구

력이 필요하다. 캐나다 알파인 스키 팀은 스포츠 과학자에게 의뢰해 2009

년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노르웨이의 악셀 룬 스빈달과 경쟁할 수 있

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다. 먼저 스빈달의 스키 활강에서 

알파인 스키는 찰나의 시간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스포츠다. 이 때문에 주어진 코스에서 최단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 캘거리대 연구팀은 GPS를 이용한 ‘STEALTH’ 시스템을 도입하여 캐나다 대표팀 

훈련에 적용시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낼 수 있었다.

©B.Stefanov/Shutterstock.com, University of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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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하지 근육의 활성화 정보와 코스를 완주할 때의 경로를 분석했

다. 하지 근육의 활성화 정보는 무선 근전도 시스템을 이용했고, 그 결과를 

캐나다 선수들과 비교해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다. 분석 결과 스빈달은 하

지 근육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데 비해 캐나다 선수들은 다리 근육

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또한 GPS를 이

용해 최적화된 루트를 설계하고 선수들에게 최적화 코스와 본인이 활강한 

코스를 비교해가며 오차를 줄이는 방식의 훈련 시스템을 꾸준히 적용했다. 

첨단 훈련시스템으로 경기력 올린다

이처럼 선수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을 분석하는 일은 코칭 스태프에

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한

다. 최근 KIST는 선수의 동작은 편리하게 분석하고 가상 코치가 문제점을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사용하는 패싱 머신 시스템. 정사각형 방의 각 변에 공을 쏘아보내는 장

치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공을 받거나 패스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Borussia Dort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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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

면 IMUInertial Measurement Unit센서를 주요 부위에 붙여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을 인식하고 잘못된 동작을 찾아낼 수 있다. 동작을 3D 영상으로 돌려볼 수 

있어 향후 기능을 개선할 경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선수의 경기

력을 파악하고 코칭해줄 수 있다. 가상 코칭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해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명문 축구구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개발한 패

싱 머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장치는 축구 경기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현해 선수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선수들에게 상황별 패스 

성공률을 제공해 선수들도 본인이 고쳐야 할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됐

영국 나노록 훈련 시스템

압력센서 
광신호 발신기

동기화

CODA 
모션 센서

CODA 
모션 센서CODA 

모션 센서CODA 
모션 센서

천정에 부착된 
광 게이트

천정에 부착된 
광 게이트

압력센서 동기화 
기록장치

광 게이트에서 감지된 
신호 입력

신호 전달
Pisa 

광 게이트 
시스템

신호 전달

고정형 
나노록 앵커

분석용 컴퓨터

분석용 컴퓨터

무선 출발 신호

신호 전달

부착형 
나노록 태그

압력센서

몸의 방향

실내 단거리 트랙

반사판

반사판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트랙 옆에 
배치된 
지향성 안테나

10m

10m
20m

영국 단일팀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훈련시스템 개요도. 나노록(nanoLoc)이라는 시스템이 핵심

으로 0.5~1m 오차 이내에서 실시간으로 선수의 위치를 추적, 기록할 수 있다. 자신의 훈련 과정을 세세하게 모니터

링하여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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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구단의 패스 성공률과 점유율은 눈에 띄

게 높아졌다. 패싱 머신은 다양한 각도에서 공을 쏘아주는 기계와 공이 나

오는 방향과 패스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지시등, 기록용 센서로 이뤄져 

있다. 경기에서 생기는 조건을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구현해 선수들이 

언제든 다양한 조건에서 패스 연습을 할 수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영국 육상팀

의 훈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훈련

하고 훈련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훈련을 마친 뒤 자신의 경기를 되짚어보며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맞춤

형 훈련 프로그램을 따르면서 생기는 문제를 실시간을 확인하며 고쳐나가

는 방식이었다. 이런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훈련 덕분에 영국

은 종합 3위라는 기록으로 자국에서 열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가상현실에서 훈련한다

첨단 훈련 프로그램은 기후 제약도 없앨 수 있다. 스노보드와 같은 동계 스

포츠 종목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훈련 조건이 열악하

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비인기 종목일수

록 훈련 시스템이 미흡하다. 예산 부족으로 전지훈련을 떠나지 못한 크로스

컨트리나 스키점프 선수들은 인라인 스키를 이용해 훈련하고 있을 정도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훈련 시뮬레이터는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받

는 선수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최근 KIST는 체감형 스노보드 시뮬레

이터를 개발했다. 시스템과 사용자가 서로 물리적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

이 핵심 특징으로, 기존 게임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스템에 명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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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운동감을 제시하는 일방향 인터랙션

oneway interaction에서 벗어난 것이다. 

선수는 자신의 동작을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다시 시스

템이 영상과 운동감을 선수에게 전달한다. 이때 사용자는 몸의 균형을 유

지하기 위해 움직이는데, 이러한 반응이 다시 시스템에 입력되면서 사용자

와 시스템 사이에 양방향 인터랙션bidirectional interaction 이 이뤄진다. 훈련자

가 시스템에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고, 시스템은 이에 따른 결과를 훈련자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사이클은 실제 훈련이 어려운 종목 중 하나다. 최근에는 실제 지형 정보를 반영한 가상훈련시

스템이 등장하여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있다.

©Cycle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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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여주어 다시 새로운 의도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피드백하는 

폐루프closed loop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 시뮬레이터는 이동 가능하

게 만들어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터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양방향 인터랙션 기능을 갖추고 더욱 현실감 

있는 상황을 제공하면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종

목의 선수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은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기대에 걸맞게 

스포츠 산업 발전시켜야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스포츠 시뮬레이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방향 트레드

밀omni directional treadmill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전후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춰 트레드밀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런 기술이 상용

화되면 더욱 다양한 스포츠 상황을 반영한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텍 메디컬Motek Medical사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다. 

모텍사의 시뮬레이터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움직이

는 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선수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

수들은 본인의 근육이 어떤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훈련 방식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우선 가상현실

을 이용하기에는 실제 상황에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상현실 훈련을 이용하기 위해 착용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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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선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실제 경기와 똑같은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가상현실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 선수에게도 재미보다는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스포츠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스포츠와 과학기술의 융합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전망이다. 그

러나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은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연구개발 예산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

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과학에 적

다방향 트레드밀을 이용한 시뮬레이터는 스포츠 훈련뿐 아니라 재활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

고 있다. 사진은 보행을 분석하는 모텍 메디컬의 시뮬레이터.

©Motek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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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투자해 첨단 훈련 시스템을 갖

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나공대에서 제작한 버추얼라이저는 입체영상을 보여주

는 HMD와 다방향 트레드밀을 결합하여 가상현실을 구현

할 수 있게 했다.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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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독일의 칼 브라운이 발명한 음극선

관CRT, 일명 브라운관은 고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이 형광물질을 자극하는 

방식의 디스플레이다. 브라운관은 흑백TV, 컬러TV, PC 모니터 등으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면서 1960년대까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했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2차원 평면 디스플레이가 개발됐고 2000년대 들

LG전자가 최근 발표한 곡면 OLED TV. OLED 디스플레이는 시야각이 넓고 가공이 자유로워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13’에서 발표된 이 제품은 같은 해 레드닷디자인상(Reddot 

Design Award)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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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면서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을 대체했다. LCD

는 액정의 정렬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하는 디스플레이로, 냉형광램프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한다.

최근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를 형광램프에서 발광다이오드LED로 

바꾼 디스플레이가 개발됐다. 바로 LED 디스플레이다. LED는 에너지 전

환효율이 90% 정도로 높고 수명이 길며, 가볍고 얇으며 짧고 작은 것이 특

징이다. 이어 유기 발광다이오드Organic LED; OLED가 출현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OLED는 자체 발광하고 휘어진 상태에

서 발광할 뿐 아니라 초박막형이 가능하며 광시야각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55인치 크기의 ‘곡면 유기 

발광다이오드 휘어지는 TV’를 선보였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3년 10월 휘

어지는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를 공개했다. 이어 LG전자가 ‘G플렉스’를 

발표하면서 휘어지는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s가 최근 발행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6

년 13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677억 달러(약 70조 

5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며 전체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는 

그 휘는 정도에 따라서 깨지지 않는unbreakable, 휘어지는bendable, 둥글게 말 

수 있는rollable, 접을 수 있는foldable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이 

가운데 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 전력 공급원

인 유연형태의 이차전지 배터리 제작 기술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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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다이오드 대신하는 콜로이드 양자점

유기 발광다이오드OLED는 형광성 또는 인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

면 빛을 내는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한다. OLED는 LCD에 비해 제조 공정

이 단순하고, 더 얇으면서도 말랑말랑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으며, 

LCD보다도 속도가 빠르고 시야각이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OLED

는 응답속도가 빨라 화면 재생이 부드럽고, 명암비나 색감구현이 좋아 화질

이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술적으로 현재 LG전자와 삼성전자가 55인

치급 HD OLED를 출시한 것에 대해 일본 소니Sony와 대만 AOU는 56인치 

4K UHD OLED 또는 LED급 디스플레이를 내놓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OLED는 소재 비용이 높아 디스플레이 가격이 LCD 또는 

화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잔상이 남는 번인 현상은 OLED뿐 아니라 LCD, PDP, CRT 등 디스플

레이 기기의 공통적인 문제다. 사진은 댈러스 공항의 전광판. 번인 현상으로 글씨의 잔상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는 모

습이 보인다.

©Reswob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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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에 비해 3~4배 정도 높고, 증착과정을 사용함에 따라 대면적화가 어려

울 뿐 아니라 대면적의 경우 패널이 휘어지며, 수분이나 산소에 노출되면 

소재 특성이 변하기 쉽고, 장기간 사용할 때 번인burn-in 현상이 일어나 새로

운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OLED에 대한 새로운 발광 소재의 대안으로 양자점quantum dot 반도체

가 부상하고 있다. 양자점은 제작 방법에 따라 화학적 용액wet chemical 공

정을 이용한 ‘콜로이드colloid’ 양자점과 기상법(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으로 기판 위에 성장되는 ‘적층성장epitaxial’ 또는 ‘자기 조립self-

assembled’ 양자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콜로이드 양자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양자점 반도체 

재료는 크기가 1~10nm이고 약 50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나노 결정nano 

crystal으로 정의되며, 벌크 재료 및 원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자점은 크

보라색부터 붉은색까지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양자점들. 독일 기업 ‘플라즈마켐’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다.

©PlasmaChem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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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엑시톤 보어 반경exciton Bohr radius보다 작게 형성되면 양자 속박quantum 

confinement에 의한 새로운 물리적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벌크 재료에서는 

전자구름electron cloud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어서 높은 상태 밀도density of state

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자점의 경우 양자 속박 현상에 의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각각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광자나 전자에 의해 여

기된excited 상태에서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광자, 즉 특정 파장의 빛을 방

양자점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흡수하여 낮은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래프는 파장이 450nm인 파

란색 빛을 쪼였을 때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 어떤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지 보여준다. 동일하게 450nm의 빛으로 자

극했을 때 지름이 2nm인 작은 양자점은 주로 500nm 파장의 하늘색 빛을 방출하는 반면, 지름이 6nm인 양자점은 

630nm 파장의 붉은빛을 방출한다.

발광도

파장(nm)

 450 500 550 600 650

450nm 파장의 빛으로 동시에 자극

양자점

크기에 따른 방출광

2nm 2.5nm 3nm 5nm 6nm

양자점의 크기와 색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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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어서 양자점은 선택적으로 

전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나노 상자로 불린다.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전적으로 양자점의 크기

에만 의존하는 스케일링 효과를 보여

준다. 

콜로이드 양자점은 크기 분포

(<4% 가능), 순도, 구조, 모양을 조절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

자이다. 유기 고분자 용액에 분산된 

형태로 제작될 수 있어서, 저비용 프

린팅 또는 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 

광잉크와 같은 형태로 주입, 페인팅, 

스탬핑stamping 등이 가능하다. 또한 

황화아연ZnS, 산화아연ZnO 계열은 자

외선을, 황화카드뮴CdS, 카드뮴 셀레

나이드CdSe 같은 카드뮴Cd 칼코지나

이드 계열은 가시광선을, 황화납PbS은 근적외선NIR 영역까지 방출해 파장

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카드뮴 셀레나이드 양자점에서 방출된 가시광 파

장의 반폭치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는 30nm 정도로, 무기물 형광체의 

반폭치 50~100nm보다 훨씬 작아 광소재로서 순도가 우수한 특성을 가지

고 있다.

흥미롭게도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앙

리 마티스Henri Matisse 등 인상파 화가들이 보여주는 강한 색감은 미량의 불

순물이 포함된 카드뮴 칼코지나이드 안료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 모네의 ‘수련’, 고흐의 ‘해바라기’, 마티스의 ‘빨강의 조화’ 등의 작품을 

모네의 1886년 작품, ‘양산을 쓴 여인’. 모네를 비롯

한 인상주의 화가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강렬한 색

감은 화가의 작품관뿐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안료의 

성분도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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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을 띠는 황화카드뮴 안료의 효과를 떠올릴 수 

있다.   

양자점의 우수한 색감은 색조hue, 채도saturation 면에서 인간의 눈으로 

느끼는 정도를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ge 색좌표로 비교해 보면 파

악할 수 있다. 즉 양자점의 적색R-녹색G-청색B 영역이 고화질 TV에서 요

520nm

500nm

490nm

480nm

470nm

460nm
380nm

540nm

560nm

580nm

600nm

620nm

700nm

스펙트럼 궤적spectral locus

양자점 LED의 가능한 색역

HDTV의 표준 색역 삼각형

양자점 LED CRI=90

태양광 CRI=100

인간의 시각 전체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연색지수

완벽한 채도의 스펙트럼 궤적과 양자점 LED의 연색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를 비교한 그래프. 양자점 LED

는 태양광에 거의 가까운 색역을 지녀 색재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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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색상 영역보다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점은 연색지수

CRI: Color Rendering Index가 높고 유기물에서 나타나는 백화photobleaching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양자점 

박막형태는 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광다이오드, 광전도체, 전계효과 트

랜지스터 등에 적용할 수 있어 조명, 디스플레이부터 저비용 태양전지 및 

위조지폐 방지, 보안 태그security tagging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자점 용액은 바이오 이미징, 센싱, 그

리고 라벨링 등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콜로이드 양자점 LED 기술 현황

전 세계적으로 광전optoelectronics 분야에서 양자점을 이용한 사업에 참여하

는 업체로는 지멘스Siemens, 삼성, LG이노텍, 필립스 루미레즈Philips Lumileds 

등의 대기업과 QD 비전QD Vision, 나노시스Nanosys, 아바고Avago, 에비던트

Evident, 솔렉선트Solexant 등의 중소기업이 있다. 특히 인비트론Invitron의 후신

인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는 광스크리닝, 라벨링, 이미징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양자점을 생체에 적합한 재료로 코팅하는 기술

을 개발해 사이토메트리cytometry를 이용한 종양세포 관찰 등에 응용할 예정

이다. 또한 나노시스는 인텔Intel, 샤프Sharp, NTT 도코모NTT Docomo 등과 협

력해 극고밀도 고체 메모리칩 등을 개발하여 반도체 재료로서의 응용에 주

력하고 있다.  

현재 양자점QD LED의 수준을 살펴보면, 외부양자효율EQE: External 

Quantum Efficiency은 최대 18%(QD Vision), 밝기는 녹색 QD의 경우 21

만 8800cd/m2, 수명은 100~1000시간(@100cd/m2) 정도로 알려지고 있

다. 고체조명과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려면, 밝기는 각각 103~104cd/m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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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3cd/m2 정도의 특성치가 요구되는데, 2005년 이후 디스플레이까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밝은 QD LED가 개발된 상태이다. 수명의 경우 특

별히 1만 4000시간 정도가 보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슷한 구조 특성을 

보이는 OLED의 5만 시간 정도 수준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병행해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무기물 구조 내에서 양자점의 

포스터Förster 에너지 전달 여기가 가능하도록 해 에너지 전달과 캐리어의 

주입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새로운 양자점 여기 

과정을 알아내 효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직류에 의

해 작동하는 단일극unipolar 양자점 LED를 제작해, 양자점 내에서의 충전 과

정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보고됐다. 보통의 QD LED의 경우도 OLED와 

유사하게 정공 및 전자 수송층 사이에 매우 균일하게 분포하는 구조를 가

양자점

베젤

액정 모듈

휘도 향상 필름
BEF: Brightness Enhancement Film

도광판

반사판

파란색 LED
뒤판

QDEF™

©Nanosys

양자점 필름 QDEF 적용 방식

나노시스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양자점 필름(QDEF: Quantum Dot Enhancement Film). 기존의 LCD 기판에 적용하여 

색 재현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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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활성층인 QD의 크기에 따라 다른 파장의 전기 발광을 조절할 

수 있다. 

양자점 내에 빛을 발생하는 여기자(exciton, 엑시톤)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빛을 흡수해 양자점 내

에 전자electron-정공hole 쌍인 여기자를 형성하거나, 둘째, 양자점 주변의 

CTLCharge Transfer Layer로부터 전자 또는 정공 등의 캐리어를 주입한다. 셋

째, 주변의 주게donor 분자들로부터 FRET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현상

에 의해 여기자가 양자점으로 이동되거나, 넷째, 높은 전기장 하에서 양자

점으로부터 전자, 정공이 방출되고 여기자를 최종적으로 형성한다. 양자점 

LED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캐리어 주입, 에너지 전달(FRET) 등의 과정으

전자기파(빛)

양극

전자 이동층

정공 이동층

투명 음극

양자점 단일층

양극에서 발생한 전자와 음극에서 발생한 정공이 양자점 단일층으로 이동하여 양자점 층이 활성화된다.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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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자가 형성되고,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게 되면 빛을 방출하게 된

다.    

2008년 최초로 마이크로 접촉 프린팅micro contact printing 기법으로 제작

된 R, G, B QD-LED 화소(II형)가 선보였다. 이후 2011년 4인치급 풀 컬

러 디스플레이(IV형)가 제작됐고, 마침내 2012년 플렉서블 백색광 QD-

LED(II형)가 등장했다.  

연도(년)

최
대

외
부

양
자

효
율

(P
e
a
k
 E

Q
E
, 
단

위
 %

)

I형

유기층

무기층

무기층

III형

유기층

유기층

유기층

OLED

유기층

유기층

II형

유기층

무기층

IV형

최대 외부양자효율의 개선 현황

외부양자효율은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값이 높아야 상품성이 높다. IV형 양자점 디스플레이

는 최근 유기발광다이오드에 못지않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86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친환경, 고효율 양자점 개발 필요

콜로이드 양자점을 산업화하는 데 큰 걸림돌은 우수한 광특성을 보이는 양

자점(CdSe, CdS 등) 대부분이 독성 있는 중금속인 카드뮴Cd을 포함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래서 카드뮴이 들어가지 않은 양자점CFQDs: Cd-Free Quantum 

Dots, 즉 친환경적인 양자점을 제작하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높은 

수율과 양산 시설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소재로는 인In, 

구리Cu 계열인 InP/ZnS, CuInS/ZnSe 등이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012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친환경 소재이며 근자외선 밴드갭 

E
g
=3.37eV를 가지는 산화아연ZnO 나노입자와 그래핀 양자점GQD: Graphene 

Quantum Dot이 결합된 ZnO-GQD라는 하이브리드hybrid 양자점을 합성했고, 

GQD의 결합에 의해 자외선 밴드갭이 가시광선 영역으로 줄어드는 현상

을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해 백색광 양자점 LED를 최초로 개발했다. 그래핀

은 일반적으로 2차원 구조를 가지므로 띠간격band gap을 갖고 있지 않는 금

속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응력을 받아 휘어진 상태에서는 띠간격을 가지는 

반도체 특성을 발현하게 된다. 그래핀의 이런 특성을 양자점 구조에 이용

KIST에서 개발에 성공한 ZnO-GQD로 제작한 LED 매트릭스 패널. 유연한 소재에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187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융합 기술 | Creative Convergence

해 핵에 해당되는 산화아연 금속물질과 결합시키고, 띠간격을 조절해 산화

아연 반도체에서 발생되는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파란색 파장의 발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다.  

ZnO-GQD와 같은 금속산화물-단일층 그래핀 양자점은 핵-껍질core-

shell 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에서 단일층으로 형성된 그래핀은 평면 형태가 

아니라 휘어진 형태로 유지되어 핵을 감싸게 된다. 이 같은 구조를 가진 양

자점은 광학적, 전기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므로 광검출기, 바이오센

서, 연료전지, 태양전지, 발광소자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연성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기판 위에 프린팅 기

법을 이용해 연성 ZnO-GQD 양자점 면광원(面光源)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

한 바 있다. 

현재 OLED는 얇고 가벼우며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말아서 들고 다니

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지만, OLED 광원은 아직까지 수명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공정 자체가 불순물 입자에 매우 민감하며 대면적화에 

필요한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 콜로이드 양자점 소재는 이러한 OLED의 단

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외부양자 수율과 밝기를 기술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초 일본 소니는 미국 

QD 비전과 협력해 콜로이드계열 양자점을 활용한 차세대 대면적 LED TV 

출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차세대 LED TV의 청색광원은 현재 LED TV에

서 백라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질화갈륨GaN을 함께 사용하고, 녹색과 적색 

광원은 청색으로 여기될 수 있는 양자점을 채택했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

의 양자점 광원과 양자점 디스플레이가 출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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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

자와 전자의 움직임을 풀어낼 수 있다면 물질 특성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전자의 수가 계

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것이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과 그 성과에 1998년과 2013년 두 번의 노벨화학상이 주어졌다. 특히 2013

년 노벨화학상은 실험과 계산의 협력연구 기반을 구축한 과학자들에게 수

여됐다. 이처럼 앞으로의 소재 연구개발은 실험과 계산의 협력이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2013년 노벨화학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복잡한 화학 반응을 분석, 예측하는 연구방법론의 초석을 닦은 

3명의 연구자에게 주어졌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마틴 카플러스, 마이클 레비트, 아리엘 와르셸이다.

©engt N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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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앞에서 시작하는 신소재의 탐색

전산재료과학은 컴퓨터를 이용, 거대한 규모의 계산을 통해 재료의 조성과 

구조를 설계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기법이다. 양자역학, 고전역학, 

통계역학 등을 바탕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전자, 원자, 분자, 더 나아가 미

세구조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재료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고 설계할 수가 

있다. 

전통적인 재료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경험과 감에 의지하는 실험 중심

이므로, 구조가 복잡한 기능성 재료를 최적으로 설계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초고속 컴퓨터를 이용한 재료 설계 방법은 임의의 원소 조합에 대

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보다 훨씬 다양한 가능

성을 빠른 속도로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실험하기 전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

해 가상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실제 실험이 필요한 것

만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도 있

다. 전산재료과학의 또 다른 중요성은 초고압, 초고온 혹은 극저온, 그리

고 방사선 조사 등의 위험한 환경 혹은 실제로는 실험

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계산

을 통해 가상적인 실험을 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산재

료과학은 극한재료를 개발하

는 데 필수적인 연구방법론으

로 인식되고 있다. 

전산재료과학은 나노 신

소재와 같은 나노기술 분야에

서 더욱 중요한 연구 기법이

다. 나노미터 규모에서 물질을 

컴퓨터를 구조분석에 도입하면 이전에는 분석하기가 극히 

까다로웠던 복잡한 분자도 쉽게 다룰 수 있다. 진핵생물의 

리보솜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그 실체와 기능을 밝혀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분자다.

©molekuul.be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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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매크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이 나타

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나노기

술’ 분야이다. 나노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노미터 규

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원

자 혹은 분자의 분포나 움직임을 관찰하고 조작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다. 전산재료과학은 이런 영역에서의 실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 분자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단순

히 필요한 원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자 

수준에서 조작할 있게 되면, 양자 구속 효과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재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영역에서 독특한 기능이 발현

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관련 소재를 설계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전산재

료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그 적용 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산재료과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수한 촉매와 

연료전지소재 설계하려면  

금속 촉매 물질은 활성 성분으로서 

귀금속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희

귀원소 없이는 촉매 활성을 갖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희귀원소

가 포함된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이를 범용 원소로 대체하기 위한 연

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

야에서도 계산과학에 근거한 촉매 설

수백 개의 원자로 구성된 금 나노입자에 CO 분자가 

흡착된 경우의 전자밀도 변화. 금 나노입자의 CO 산

화 촉매 작용에 양자 크기 효과가 나타남을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Jeff Greeley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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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 촉매원자 표면에서 기체 분자의 산화 거동에 대

해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성의 촉매를 설계해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를 절감하는 데 필요한 촉매원료를 비싼 백

금 대신 모래에서 얻을 수 있는 화합물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양자

역학 및 고전역학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촉매를 설계한 뒤 실

험적으로 촉매를 합성해 그 성능을 검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기율표상

의 원소 조합에 의해 발현되는 물성을 이론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촉

매를 탐색하는 ‘양자 알케미’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 재료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시간 및 크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

들이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양

자역학, 고전역학 및 연속체역학의 계산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적 해석을 통한 망간-뮬라이트계 NOx 및 CO 산화 촉매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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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chao Wang et als.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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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료전지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실험적·이론적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의 경우 그 전해질 막은 수십

nm 규모의 불균일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전극의 촉매 시스템은 지름이 수

nm인 백금 나노 클러스터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두 종류의 재료가 공존하

는 환경에서 수소의 산화 및 산소의 환원 반응이 전기 화학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산재료과학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크기와 시

간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차전지의 고용량화 및 안

전성 향상이다. 양극 및 음극의 요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실

험적 연구로 재료를 탐색할 뿐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한 

물성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리튬

이온 이차전지의 작동 환경 하에서 재료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기 

용매의 물질 이동, 계면에서의 화학 반응 등을 다룰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을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고체 표면에서 전해질 영역까지를 포괄

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간상의 멀티스케일 방법, 분자량이 큰 유기용매 내

에서 물질의 이동을 다룰 수 있는 첨단의 분자동역학 방법의 개발도 진행

멀티 스케일 모델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재료 시뮬레이션. 녹색과 보라색은 리튬으로 처리된 부분을, 푸른색의 물처

럼 표현된 곳은 전해질을, 파란색 입자와 오렌지색 구조물은 리튬과 인산육불소 이온을 각각 나타낸다.

©Ryan Jorn, Argonne National Laboratory / The University of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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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양자역학 계산인 제일원리계산First Principle Calculation을 이용해 리튬 이차

전지의 고체 전해질 계면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 모델을 만드는 연구가 이 

같은 연구의 전형적인 예다. 전극 사이 물질의 SEI 막 기능은 미량의 첨가제

를 도입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멀티스케일 기법에서 나노 TCAD까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나노점, 나노와이어 등 다양한 나노구조체가 차세

대 디바이스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나노구조체의 구조적 안정성과 전자구조 및 기능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나노소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나노 규모의 이종 계면 

시스템에서 구조적 안정성, 전자 구조의 효과, 전자와 원자 및 열의 이동 특

양자역학 계산인 제일원리 계산을 이용한 리튬 이차전지의 고체 전해질 계면 모델. 미량의 첨가제를 넣는 것만으로

도 SEI 막의 기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Larry Curtiss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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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계산과학을 통해 이러한 평가와 예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산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나노소자

가 미세화됨에 따라 원자수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는 측면도 

있다. 크기가 수nm에 불과한 나노소자를 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

자를 구성하는 원자 구조를 나노공정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예측하고 

예측된 원자구조가 가지는 전자분포를 계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자의 흐

름을 예측하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기법이 필요하다. 

차세대 나노소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나노 테크놀로지CAD인 TCAD

©KIST

나노공정 시뮬레이션을 위해 고전역학에 기초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혹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활용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일원리계산을 통해 전자구조 계산을 한 뒤 전압-전류 관계를 조사하기 위

해 양자 이송론 계산을 수행한다. 

나노 TCAD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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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노공정 시뮬레이션에는 고전역학에 

기초한 분자동역학Molecular Dynamics 시뮬레이션 또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시뮬레이션이 활용되며, 이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일원리계

산을 통해 전자 구조를 계산한 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양

자이송론계산Quantum Transport Simulation을 수행하는 식이다.  

금속, 반도체, 세라믹, 유기 재료 등 실제 재료 전반에 걸쳐 가장 일반

적인 개발전략은 다결정체 내부조직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제어기술을 개

발하는 것이다. 나노 클러스터, 결함, 입계, 전위, 편석, 계면, 표면 등의 나

노 규모 구조가 그 특이한 원자 구조를 통해 전자 구조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은 매크로 규모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정격자 1개만을 다루는 소규모 

제일원리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수백에서 수만 개 원자의 전자구

조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계산은 계산량의 부담

이 너무 커서 제일원리계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내열 재료, 고강

도 재료, 자성 재료 등의 강도, 물성, 자성, 첨가 원소 및 열처리 효과 등을 

컴퓨터상에서 재현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제일원리계

산법 이외에 고전역학 기반

의 분자동역학법, 몬테카를

로법, 유한요소법, 페이즈 

필드phase field법처럼 큰 시

간 규모와 실제 길이 규모

를 취급하는 다양한 계산 

방법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중간 규모meso scale의 

복잡한 미세조직의 발달

제일원리계산에 의한 산화리튬(Li2O)의 전하 밀도. 리튬공기전지 연

구 목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로 단일 원자의 거동을 넘어서는 복잡한 

시스템 분석에는 제일원리계산 이상의 계산법이 필요하다.

©Larry Curtiss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197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융합 기술 | Creative Convergence

을 모델링하는 페이즈 필드 법은 응고 등의 상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수mm 규모의 실제 재료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덴드라이트

dendrite 같은 실제 재료의 응고 조직이나 재료 강도 등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재료의 파단 현상의 규명 역시 고강도의 재료를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예를 들어 니켈 입계에 유황 원소의 존재에 따라 파

덴드라이트 응고 현상의 페이즈 필드 시뮬레이션 결과. 결정이 자라나는 모습을 묘사한 동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다. 

ⓒ青木尊之(Aoki Takayuki) / 東京工業大学学術国際情報センター(GSIC)

니켈 입계의 황편석에 따른 파괴거동의 변화 시뮬레이션. 결정구조의 파괴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다.

©Priya Vashishta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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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메커니즘이 변하는 것을 원자 수준에서 보여줄 수 있다. 전산재료과학

은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선 조사 조건 등의 극한 상황에서 재료의 거동도 

멀티스케일 기법을 이용해 규명할 수 있다.  

미국의 ‘재료 유전자 전략’을 넘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IT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과학기

술 연구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실험실에 있는 시

간만큼의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의 핵

심요소인 소재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개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소재의 개발은 실험과 분석을 두 축으로 하여, 많은 

시행착오 과정 혹은 우연한 발견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새로운 

소재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연구비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료과학자들이 이루어 온 이론적 토대와 

첨단의 IT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이제는 소재를 설계하고 특성을 미리 예측

하는 ‘합리적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주목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6

월 ‘재료 유전자 전략Materials Genome Initiative’을 공표하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소재 개발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소재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IT-

소재기술의 융합능력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소재이론과 실험적 개

발을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IT 융합을 통한 소재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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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소재개발 패러다임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구축, 소재 시뮬레이션 기

반 구축, 계산과 실험 연구진의 융합 연구 환경 구축 등 많은 당면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료 유전자 전략’을 발표하고 진일보한 기술력이야말로 미국의 경쟁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재료 유전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인 2011년 카네기멜론대의 국립로봇공학연구소에서 

연설하는 모습.

©Pete Souza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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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은 손목의 장치에서 거미줄을 발사한다. 거미줄을 이용해 고층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면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기

분이 든다. 질기고 튼튼한 거미줄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건 영화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자연을 모방하는 

사례는 많다. 생물은 아주 단순한 재료로 여러 가지 물질

을 만든다. 당분, 단백질, 무기염류, 물 등을 가지고 

목재, 뼈, 껍데기와 같은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 생

물의 이런 능력이 과학자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생물은 크고 복잡한 

만화와 영화의 주인공들은 생물들의 능력을 모방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저마다 특

정한 분야에서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기 때

문이다. 미국 마블코믹스의 대표적인 슈퍼히어로

인 스파이더맨은 거미의 능력을 본떠 창조됐다.

©Mar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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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 없이도 인간이 만든 합성물질보다 훌륭한 물질을 만든다. 둘째, 

생물은 공해 없이 물질을 생산하고, 생성된 물질 역시 공해를 일으키지 않

는다.

자연 현상과 생태계, 생물에게서 영감을 얻어 기술에 응용하는 ‘자연

모사’ 또는 ‘생체모방’ 기술은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모사 기술이다. 20세

기 들어서는 자연에서 배운 아이디어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발명품이 대

거 등장했다. 떨어질 때 찍 소리가 나서 ‘찍찍이’라고도 부르는 벨크로가 대

표적이다. 벨크로는 1940년대 초 도꼬마리 열매의 갈고리가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붙는다는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어디에나 잘 붙는 표면

1990년대 들어서는 마이크로·나노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모사 기술이 

도꼬마리(왼쪽)에서 본뜬 벨크로(오른쪽). 도꼬마리는 열매에 촘촘히 난 가시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동물의 몸에 달라

붙음으로써 멀리까지 퍼질 수 있다. 가시의 끝은 낚싯바늘처럼 휘어져 작은 갈고리를 이루는데, 이 구조를 모방한 것

이 바로 벨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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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발전했다. 어디에나 몸을 붙이고 있을 수 있는 게코 도마뱀붙이의 

발바닥, 표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연잎, 물 위에서 떠다니며 살 수 

있는 소금쟁이를 모방해 그 장점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뤄지고 있

다. 이들의 표면은 성질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적용

되고 있다. 

게코 도마뱀붙이가 벽이나 천장에 자유롭게 붙어 다닐 수 있는 건 발

바닥에 ‘시태Setae’라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인 털이 있기 때

문이다. 나무가 큰 기둥에서 줄기가 나와 작은 나뭇가지로 뻗어나가는 것

처럼 게코 도마뱀붙이의 발바닥에도 굵은 털에서 뻗어나간 미세한 털이 

200nm 굵기의 가지로 갈라져 있다. 이런 나노 털 덕분에 부스러기나 화합

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붙어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처럼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도 부착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게코도마뱀의 발바닥(왼쪽)과 발가락 돌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오른쪽). 발가락에 촘촘히 돋은 미세 돌기가 물체

의 표면과 접착력을 강화시켜, 게코도마뱀은 수직으로 세운 매끈한 유리판 위에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Bjørn Christian Tørrissen, Cliff Mathisen, FEI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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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도 잘 붙지 않는다. 게다가 물을 좋아하는 성질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을 흉내 내 무엇을 만들었을까. 유연한 폴리머 기둥을 배열

해 만든 케코 테이프는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지만, 수명이 짧아 상용

화되지는 않았다. 또한 ‘게켈Geckel’이라는 접착제는 게코 도마뱀붙이의 발

가락과 홍합의 접착 단백질의 특성을 융합해 만들었다. 1000번 이상 붙였

다가 떼어도 접착 성능이 남아 있으며, 물속에서도 접착성이 사라지지 않는

다. 

 

거센 파도에도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홍합의 수염과 어떠한 표면에서도 안전하게 붙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코도마뱀의 발가락은 강력한 접착제를 만드는 데 힌트를 제공했다. 두 가지 미세구조를 결합하면 기존의 접

착제로는 불가능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다.

생체모방 접착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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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안 묻는 표면의 가능성

연잎은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연잎은 깨끗하지 않은 연못에 살면서도 

항상 청결한 모습을 보인다. 표면이 물에 젖지 않으며 먼지 하나 앉을 수 없

기 때문이다. 연잎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10~20μm의 돌기가 

있고, 그 위는 100nm 정도의 돌기로 다시 덮여 있다. 그리고 표면에 왁스 

성분이 덮여 있어 물이 맺히면 그대로 굴려내려 먼지나 모래를 닦아 준다. 

이런 성질을 ‘초발수성’이라고 한다. 

초발수성 표면은 오염 물질이 있을 때 물만 뿌려줘도 자기 세정이 되

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돌기가 계층을 이루고 있

는 구조를 에너지가 낮은 화학물질로 코팅하면 이와 같은 초발수성 표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

나 아직까지 낮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만들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연구

연잎의 표면에는 미세한 돌기가 있어서 먼지와 물방울이 쉽게 씻긴다. 연잎 표면을 묘사한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William Thieli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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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현재 화학 코팅 또는 마이크로·나노 입자 계면활성제로 초친수성 

표면을 만들어 자기 세정 효과를 내는 페인트나 광촉매제를 만들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다.

초발수성 표면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반영구적인 초발수성 투명 유

리는 향후 자동차, 건설 산업에 응용할 수 있다. 와이퍼가 필요 없는 자동

차 유리나, 자기 세정이 가능한 태양전지 표면과 도로 표지판을 만들 수 있

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

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세정 능력을 지닌 유리는 건설 산업계에서 먼지가 끼

지 않는 고급 유리로 각광받을 것이다. 자기 세정 유리가 성공적으로 개발

하여 상품화될 경우, 2014년 시장규모는 연간 1000억 원, 2020년에는 연

간 15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친환경 에너지로 부각되는 태양전지는 

표면이 오염되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유지관리가 매우 어렵다. 만

약 태양전지의 가장 외곽에서 빛을 흡수하며 전지의 표면을 덮고 있는 유

리를 초발수성 표면으로 만들면 자기 세정 효과는 물론 반사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태양전지의 효율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 시장은 태양전지 시

장과 함께 연 4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엌 제품에도 초발수성 표면을 쓸 수 있다.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젖

표면의 미세구조가 촘촘할수록 물방울이 닿는 면이 줄어들어 표면이 잘 젖지 않으며, 마이크로와 나노 수준의 구조

가 조합되어 복잡한 형상을 띨수록 이 효과는 더 강해진다.

표면 미세구조에 따른 물방울의 형상

편평한 표면 나노 수준의 구조 마이크로 수준의 구조 나노-마이크로 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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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은 1년 정도 쓰면 처음과 달리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세척

하면서 생기는 흠집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플라스틱 용

기를 초발수성 표면으로 만들면 자기 세정 효과가 있어 굳이 거친 수세미

로 흠집을 내며 닦을 필요가 없다. 환경호르몬 배출을 예방하고 세제 사용

을 줄여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는 디자인과 기능성이 크

게 좋아지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팔릴 수 

태양전지용 유리

플라스틱 용기

건축용 유리

자동차용 유리

(억 원)

4,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3,685 4,053 4,458 4,904 5,395 5,934 6,528

21,600 23,328
25,194 27,209 29,386 31,737

34,276

25,000

33,000

40,000
45,000

50,000
54,000

58,000

124,200 222,660
399,907

719,834

1,295,701

2,332,262

4,198,072

자료출처 및 근거

건축용 유리 : ACC Flat Glass (초발수비용을 전체 건축용 유리시장의 10%라고 가정, 연 성장률 4%이면 이 중 10%를 점유한다고 가정)

자동차용 유리 : 초발수성 표면 자동차유리 비용을 전체 자동차유리의 10%라고 가정, 연 5%로 성장한다고 가정

태양전지용 유리 : 초발수성 표면 태양전지 비용을 전체 태양전지 비용의 10%라고 가정, <후지경제> 참조 

플라스틱 용기 : 초발수성 표면 플라스틱 용기 비용을 전체 플라스틱 용기 비용의 10%라고 가정

초발수성 표면의 세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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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처럼 초발수성 표면은 자기 세정 능력을 지니고 있어 친환경 기반기

술로 다양한 고급 제품에 쓰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유

리 시장은 1년에 5000억 원, 휴대전화 케이스 시장은 1년에 1조 원 등으로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녹슬지 않는 배태양전지의 유리덮개

새로운 시장 창출

고층빌딩

일반 유리

자가 세정 유리

초발수성 표면의 활용분야.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대로 생물의 구조로부터 얻은 신소재들은 대규모 신규 시

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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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의 청정표면 제품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제품에 응용될 때의 시장 규모를 통해 보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고 있는 생물 개개의 기능은 처한 환경에서 살

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하며 최고의 효율을 내고 있다.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우리는 자연을 더욱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며, 관찰한 각각의 기능성 구조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풍요롭게 살고, 다시 모든 것을 자

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친화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미래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시대적인 요구다. 자연모사 기술은 자연의 해결책을 과학기술의 해결책으

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기초에서부터 상용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미생물공장’으로 차세대연료 생산한다

⋮

미래 밝은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

⋮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

블랙아웃, 대용량 이차전지로 대비한다

⋮

해상에서 청정연료 제조하는 GTL-FPSO 공정기술

지속가능한 
에너지

PART 5

Sustain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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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연료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

에너지 수요는 비 OECD 국가의 경우 2040년까지 60%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석유와 천연가스는 향후 40~60년 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다.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 역

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절감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고서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온 열에너지는 세계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4.1%를 차지했고, 수력이 3.7%를,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에서 생

산된 전력은 1.9%를 차지했다. 2013년 초 현재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127개국에서 확인되는데, 그 중 3분의 2가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공업국이

다. 49개국에서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발

전 부문과 냉난방 부문에서도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지원하

고 있다.

2012년 전 세계 총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1년보다 8.5% 증가해 

1470GW를 기록했는데, 수력은 2011년보다 3% 증가해 990GW를,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1.5% 증가해 480GW를 각각 차지했다. 재생에너

지 발전용량 면에서 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이 선두권을 형성하

고 있는데, 수력을 제외하면 중국, 미국, 독일이 앞장서고 스페인, 이탈리

아, 인도가 뒤를 따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세계 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의 35%를,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용량의 27%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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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럽연합은 2012년 말에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용량이 세계 총

량의 44%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료에 대한 세계 신규 투자는 2012년 2440억 달

러(약 250조 원)로 2011년 대비 12% 감소했지만, 총액은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0년에 비해 8% 많았다. 블룸버그가 발표한 에너지 산

업 투자 자료,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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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년) 자료: New Energy Finance

풍력

열병합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태양에너지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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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되는 금액은 2020년 4000억 달러

(약 420조 원), 2030년 4600억 달러(약 

480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80% 가

량이 태양광 및 풍력 산업으로 유입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

전지는 지난 수십 년간 부단한 연구

개발이 진행돼 왔으나, 아직까지 생

산단가가 높고, 비중이 큰 실리콘 태

양전지의 경우 물질 순도, 태양전지 

설계 및 공정 등의 최적화로 효율 증

대가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개념

의 태양전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

술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를 개발하거나, 태양광의 손실되는 부분을 태양

전지에 유용한 파장으로 변환시켜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

고 있는데, 특히 유럽은 2007년부터 7년간 505억 유로(약 73조 원)를 투자

했다. 여러 정부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연구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 추이

연도별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재생에너지 
발전 총용량
(수력 제외)

315GW 395GW 480GW

재생에너지 
발전 총용량
(수력 포함)

1,250GW 1,355GW 1,470GW

수력발전 
총용량

935GW 960GW 990GW

바이오발전량 313GWh 335GWh 350GWh

태양광발전 
총용량

40GW 71GW 100GW

태양열발전 
총용량

1.1GW 1.6GW 2.5GW

풍력발전 
총용량

198GW 238GW 283GW

태양열온수
난방 총용량

195GWth 223GWth 255GWth

에탄올 생산
(연간)

50억 
리터

842억 
리터

831억 
리터

바이오디젤 
생산(연간)

185억 
리터

224억 
리터

225억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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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의 핵심인 발효 공정에 관여

하는 새로운 미생물을 개발하는 연구도 최근 10년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서 최근의 변수는 미국의 셰일가스 대량생산과 

수출이다. 세계 가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신재

생에너지 산업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 세계에 고르게 분포된 셰일가스의 

매장량은 기존의 천연가스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셰일가

스나 셰일오일과 같은 비전통 가스와 오일의 생산이 급증하여 비전통가스

가 세계 가스 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에서 2035년 32%로 

올라갈 전망이다.

천연가스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셰일가스, 혹은 한계가스

stranded gas로부터 액체연료를 합성하는 GTL 기술이 또 다른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청정연료를 제조하는 GTL-FPSO 기술 개발

은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플랜트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 매우 유리한 기회

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성공하려면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을 막으며 대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데 유용한, 고효율 대용량 이차전지가 신재생에너지의 활

용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에너지 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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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공장’

으로 

차세대연료 

생산한다

S u S T A i n A b l e  e n e R g y

우한민(청정에너지연구센터)

hmwoo@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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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신재생에너지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가장 수월하게 실현 가능한 바이오연료조차도 주변에서 실

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보니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특히나 산지

가 많은 탓에 식량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바이오연료는 차근차근 상용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시설 준공식이 열리기도 했다. 참여 인사들이 버스에 바이오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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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여건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바이오연료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사용되고 있다. 바로 

버스와 트럭 등 중대형차에 들어가는 바이오디젤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바이오디젤을 이용한 버스를 시범 운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부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BD5(경유에 바이오디젤 5% 혼합)’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였으며 2020년까지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7%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혼합한 ‘BD20’은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에 시범

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바이오연료, 기존 연료와 성분 동일해야

시범적으로 쓰이는 수준을 넘어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실

용화되려면 바이오연료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현재 쓰는 연료와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화석

연료는 가솔린, 디젤, 제트연료 세 가지로 쓰고 있다. 각각의 연료는 원유

를 분리·정제한 뒤 혼합해서 만든 탄화수소 혼합물로, 연료별로 필요한 성

질에 따라 혼합비율을 조절해 쓰고 있다. 예를 들어 가솔린은 노킹을 억제

하는 이소옥탄의 함유량을, 디젤은 착화성이 좋은 세탄의 함유량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식이다.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가공해 만든 탄화수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에 섞을 때도 이런 연료별 특징을 살펴야 한다. 바이오매스에서 많이 

나오는 에탄올은 부식이 잘되고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커서 내연기관에 사

용하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연료를 옮기고 보관하는 기반시설과도 어울

리지 않는다. 기존 인프라와 내연기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바이오연료를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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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용하려면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현재 쓰는 연료와 동일한 성분을 가

진 탄화수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비식용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개발해야 한다. 원

래 바이오연료라고 하면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에탄올과 대두

나 유채로 만든 바이오디젤이 가장 잘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식량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 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 재

생 가능한 초본, 목재, 농업폐기물 등 비식용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

용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 목질계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와 동일한 성

분의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바이오연료 대량혼합이 가능하고 현재

의 내연기관과 인프라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친환경 미래 연

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려면 현재의 내연기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바이오연료를 

만들 때는 화석연료와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사탕수수, 밀, 옥수수 당 추출 발효

바이오에탄올

휘발유와 혼합

해바라기, 유채 오일 추출 및 촉매반응

바이오디젤

경유와 혼합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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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바이오공장’으로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연

료를 생산하려면 먼저 수증기, 산, 알

칼리 등을 이용해 전처리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리그닌 성분을 제거하고 

결정형의 셀룰로오스 구조를 분해하

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 ‘당화 과정’을 

통해 셀룰로오스를 단당류로 분해해

야 한다. 보통 효소를 이용하면 되지

만 비용이 많이 들고 리그닌 함량이 

높은 원료에는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

다. 이렇게 분해된 단당류를 현재 연

료성분과 동일한 탄화수소로 만드는 

데, 야생에서 얻은 미생물들은 이런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

사공학을 이용한다. 

대사공학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반응경로를 조작해 사람에게 

필요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한 미생물학, 유전공학, 유

전자 재조합기술, 분자생물학, 화학공학 등 여러 학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미생물이 원래 갖고 있던 대사회로의 탄소흐름을 증폭하고, 제거하

거나 변형해 새로운 대사흐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미생물이 호흡을 하면

서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분해하고 우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생산한다. 이

런 생물학적 공정을 일컬어 미생물바이오공장이라 부르고, 그 핵심은 인공

미생물 개발이다.

미국 버클리국립연구소 산하 조인트바이오에너지연구소의 키슬링 교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는 브라질에서 본격적으

로 인프라를 갖추어 보급할 만큼 화석연료의 대안으

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가 치솟은 데다 옥수수 연료 보급 후 오히려 온

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대안

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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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구팀은 미국 에너지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인공미생물을 개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사람 장내에 존재하는 대장균의 유전자를 조작해 대

장균이 바이오디젤의 유도체를 만들게 했다. 또 식물대사산물인 파네신

Farnesene과 비사볼린Bisabolene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벤

처 기업인 아미리스사와 함께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바이오공장을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팀에서 알칸

Alkane(가솔린, 디젤, 항공유의 구성 성분)을 만드는 미생물 균주를 개량해 ‘가

솔린을 생산하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KIST의 청정에너지연

구센터에서도 인도네시아 현지 비식용 바이오매스의 일종인 팜오일 부산

미세조류를 이용하면 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은 물론, 글리세린 등의 부산물도 얻을 수 있다.

미세조류

미세조류 생장

생장된 미세조류를 분해

미세조류에서 
짜낸 기름

바이오디젤

글리세린

단백질

바이오매스

설탕 및 녹말

알코올

발효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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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EFB: Empty Fruit Bunch을 이용해 탄화수소를 생산하는 인공미생물을 개발하

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용화될 수 있을까?

비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대체연료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려는 이런 연

구들이 과연 실용화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우선 경작지가 

제한돼 바이오매스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과 남미의 일부 농

업국가와 미국을 제외하면 바이오매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군데 없다. 또 낮은 광합성 효율 탓에 토지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매

스의 생산량이 낮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다른 대안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여 효소나 화학

약품으로 분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활성은 낮고 가격은 비싼 바이오매스 

분해효소를 사용해야 하고 전체 공정

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

다. 더불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구

조를 유전공학으로 단순하게 변형시

킨 바이오매스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도 숙제로 남

아 있다.

게다가 최근 등장한 셰일가스는 

목질계 대체에너지 시장 전체에 타격

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3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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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상엽 교수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실

린 개념도. 별도의 촉매반응과정 없이 미생물로부

터 바로 바이오연료를 얻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다. 효소 작용의 결과로 나온 오른쪽 아래의 붉은색 

‘Short-chain alkane’이 바로 바이오가솔린이다. 제

거된 유전자는 X표로 표시하고 대사 과정의 핵심 효

소들은 파란색으로 나타냈다. 

ⓒ이상엽/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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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재 천연가스 공급의 46%를 셰

일가스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을 정도

로 셰일가스에 주목하고 있다. 셰일

가스의 등장으로 오일과 가스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도 바이오에탄올 의무 사

용량을 16%나 감축시켰다.  

이런 부정적 견해와 달리 실용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견해도 존재한

다. 첫째로 바이오연료에 대해 긍정

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가 다수다. 미국과 유럽, 일본 정

부 모두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E10(에탄올을 10% 혼합한 가솔린)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지원해 왔다. 2007년부터 7년간 바이오연료 개발에 투자한 비용만 

505억 유로(약 75조 원)에 이른다. 유럽의 바이오디젤 보급률은 전 세계 생

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까지 전체 연료 중 바이오연료의 비

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은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폐기물의 80%를 재

사용하고 미사용 원료의 25%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과 성

장을 우선시하고 있어 바이오원료 생산 및 소비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급격한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바이오연료 실용화의 두 번째 근거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꼽을 수 있

다. 바이오연료 생산의 핵심인 발효 공정, 즉 새로운 미생물을 개발하는 연

이상엽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0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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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최근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효 전처리를 연구하는 

촉매화학공정 기술도 발달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 식물 및 미생물의 유전

체와 관련된 기초연구도 활발하다. 생태학과 생태주기분석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어 혁신적인 통합공정의 발전이 기대된다.

셋째로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회사인 제보Gevo는 세계 최대 곡물회사인 미국 카길Cargil과 합작해 비

식용작물에서 고효율의 이소부탄올isobutanol을 생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용매와 가솔린을 대체하는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1위 화학회사인 듀폰DuPont은 2007부터 재조합 대장균시스템을 

이용해 1,3-프로판다이올을 생산하여 기존 석유화학공정으로부터 생산하

던 연료 중 40% 정도를 이 바이오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인 대기업들이 바이오연료 연구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으며, 각국 정부 역

시 이런 대체연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바이오연료 시대에 대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국적 정유회사인 허니웰 산하의 UOP

는 2009년 바이오항공유를 로열더치항공의 여객기에 공급하여 시험비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Honeywell U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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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분야는 향후 5년간 적극적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특

히 기대된다. 전처리분야에서 최적의 당화효소 제품 Next-generation Ctec4, 

Novozyme이 출시될 예정이며, 가솔린 이외에도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인공미생물도 개발을 앞두고 있다. 규모를 한층 키워 

생산성을 제고한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 발표 공정도 기대되는 기술 중 

하나다. 이들 신기술이 차질 없이 개발되면 2022년까지 360억 갤론의 바이

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

적인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바이오연료 생산량 예측

기존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150억 갤론에서 한계에 봉착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로 2022년까지 360억 갤론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달성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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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갤론)

기존 신재생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미생물 생산 바이오연료

출처: 미국환경보호국(EPA),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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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밝은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

S u S T A i n A b l e  e n e R g y

손해정(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hjson@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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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는 무한 청정에너지원인 태양에너

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안정된 미래형 에너지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

다. 환경오염이 없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연간 에너지 용량이 50

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거치면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검증이 이뤄졌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상용화된 태양전지의 90% 이상은 실리콘 태양전지다. 실리콘 원

재료 및 실리콘 기판의 제조 단가가 높은 편이라,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단가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실리콘 태양전지를 뛰어넘는 차세대 태

태양전지는 그간 실리콘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실리콘 태양

전지는 섬유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정도로 발전했

으나 효율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새로운 형태

의 태양전지 연구가 활발하다. 사진은 2012년 실리콘 태양전지섬유 

기술을 표지논문으로 실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 

©Advanc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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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지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태양전지 기술 수준이 뒤쳐진 우리나라

로서는 이런 상황이 기술 격차를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미래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 유무기하이

브리드organic-inorganic hybrid 태양전지기술을 노려볼 만하다.

3세대 태양전지, 노릴 만하다

태양전지는 기술발전도에 따라서 결정질 실리콘 등을 사용한 1세대 태양

전지, 비정질 실리콘 등을 사용한 2세대 태양전지, 염료감응이나 유기박막, 

또는 유무기하이브리드가 사용된 3세대 태양전지로 나눌 수 있다. 1세대와 

2세대 태양전지는 이미 선진국이 원천기술을 선점한 탓에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로서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국이 본격

적인 추격을 시작한 점도 부담스럽다. 

반면 3세대 태양전지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간이 짧고, 비교적 낮

은 효율과 안정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전해볼 만하다. 곧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

상되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와 유기태양전지OPV 등 차세대형 태양전

지는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다. 특히 국내에서 유기단분자 발광소자 기반

의 디스플레이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이 유기화합물 반도체

가 가지는 상대적 경쟁력을 십분 활용할 때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전기사

용료와 경쟁이 가능하려면 하루 중 가장 높은 태양입사조건에서 전기 1와

트를 생산하는 데 드는 태양전지 셀의 비용이 1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3세

대 태양전지의 경우 최소 약 0.2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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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스위스의 그래첼Graetzel 교수팀이 최초로 제안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면서도 생산원가가 낮아 큰 관심을 

받아왔다. 투명전도체 위에 이산화티타늄TiO2
 혹은 산화아연ZnO의 나노반

도체 후막으로 코팅된 광전극과 태양광 감응제인 루테늄Ru계 염료, 전해질 

그리고 백금이 코팅된 상대전극으로 구성돼 있다. 

이산화티타늄 등 전극소재는 고효율의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소재다. 소재의 입자크기와 형상, 결정성, 표면상태가 

©Courtesy of the University of Surrey, UK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양자점

산화아연

탄소나노튜브

금속 나노입자

세대

2010년2000년1990년1980년1960년

산화티타늄 계열(TiO
x
) 삼산화몰리브덴, 또는 

산화바나듐
(MoO

3
 or V

2
O

5
)

그래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탄소나노튜브 박막형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플라즈모닉
(Plasmonic) 

나노입자 기반의 
유기 태양전지

산화아연-폴리티오펜 
유도체

(ZnO:P3HT) 태양전지

탄소나노튜브 및 
양자점  PV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태양전지의 세대구분

현재는 3세대 태양전지 실용화 연구가 한창이다. 4세대 태양전지도 일부 선도기술 연구에 성공했으나 아직 본격적

으로 실용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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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노구조를 디자인하거나, 표면을 개질하

는 기술이 중요하다. 최근 포르피린porphyrin 계열의 염료와 코발트 착물의 

전해질을 이용해 광전변환효율을 12%까지 달성한 바가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에 비해 좀 더 최근에 개발된 유기박막태양전지

는 n극 특성과 p극 특성을 갖는 유기물들로 구성된다. 기존 무기물 반도체

와는 달리 광전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엑시톤(전자와 정공의 짝)이 반드시 

전자와 정공으로 원활히 분리되어 각 전극으로 이동해야 한다. 효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전하 수송체가 태양전지 내에서 전극으로 효율적으로 이동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하의 이동도가 큰 n극 및 p극, 전도성 폴리머polymer 등 

활성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n형 및 p형 물질을 혼합한 벌크 

이종접합bulk heterojunction 형태의 활성층을 사용해 적절한 계면이 많이 생기

도록 해야 한다. 정교한 나노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를 활용한 소재를 양산

할 수 있는 공정 기술개발도 중요하다.

태양광 스펙트럼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장파장 흡수용 활

한국은 태양전지 실용화가 비교적 늦은 편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태양전지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태양

전지 전문기업인 솔로파워에서 출시한 지붕용 플렉서블 태양전지 패널(왼쪽)과 태양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에

릭슨 이탈리아법인의 통신탑(오른쪽). 

©Solo Power, Eric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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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 소재’의 개발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유기태양전지는 적층형 태양전

지 소자기술을 이용한 덕분에 다른 태양전지 기술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약 10% 이상의 고효율을 보여주어 현재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 유기태양전지의 경우 빠른 기술 성장으로 비정질 태양전

지의 효율에 근접하게 따라오고 있고, 수년 안에 이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

된다. 

유리

백금Pt

전해질

염료

투명 전도성 산화물

산화티타늄TiO

투명 전도성 산화물

유리

금속성 양극

중합체-풀러렌 흡수층

전자 이동층

투명 음극

유연 소재

양극

광자

전자 이동

정공 이동

음극(투명)

30nm

100nm

125nm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구조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 태양광 감응 염료의 나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유기태양전지의 구조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한 태양전지다. 활발한 연구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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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 복합 태양전지 미래 밝다

최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와 유기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와 작용 원리를 서

로 응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가령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해질에 p형 반도체 고분자를 

이용한 태양전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고체전해질에서의 산화·환

원종의 이온이동도가 매우 낮고, 또한 산화·환원종에 의한 금속전극의 부

식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태양전지에서 이용하는 p형 반

도체 고분자의 정공이동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p형 반도체 고분자의 정공전달과 정공이동 능력은 우수하다. ‘고분자

유리기판

투명FTO 전극

페로브스카이트 염료

금Au 전극

티타늄Ti

p형 반도체 고분자

빛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의 구조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유무기 복합 반도체 광흡수 물질을 사용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흡수하는 동시에 p형 반도체 고분자에 정공을 전달하여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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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고점유분자궤도HOMO: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에너지 준위’가 산

화된 ‘염료의 최고점유분자궤도 에너지 준위’보다 어느 정도 높게 위치해 

있는 경우, 산화 상태의 염료와 p형 반도체 고분자 사이에서 전하 전달이 

일어난다. 이때 고분자로 전달된 정공은 고분자 네트워크를 통해 말단 전

극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분자의 크기가 이산화티타늄 나노포러스로 침투하기 어려워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이후 몇몇 그룹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

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에 페로브스

카이트perovskite라는 유무기 복합 반도체 광흡수 물질을 흡착하는 방법이 개

발됐다. 화학식이 CH
3
NH

3
PbI

3
인 페로브스카이트를 기존의 유기염료나 양

자점에 적용하면 탁월한 광전변환 특성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시

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는 투명전극FTO이 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제공한 세계 분야

별 최고 태양전지 효율 그래프. 그래프 오른쪽에서 붉은 테두리의 노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

의 발전 전망이다. 아직 연구 초기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어 장래가 기대된다. 

©NREL



234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팅된 유리기판 위에 이산화티타늄 600nm 박막, 페브로스카이트의 광흡수 

물질, p형 반도체 고분자, 금Au 전극으로 이뤄져 있다. 기존 태양전지와 다

르게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가 광을 흡수함과 동시에 p

형 반도체 고분자에 정공을 혹은 n형 이산화티타늄에 전자를 전달하는 역

할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는 순수 유기물을 이용한 태양전지에 비해 내구

성이 우수하고 고효율이 가능하다. 고가의 합성염료 대신에 저가의 무기물

을 이용하는 데다 공정도 단순하며, 유연성 기판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는 효율이 15% 이상으로 높아지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차세대 태양전지 중 가장 높은 성능이다.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는 소재 특성상 가방, 옷, 

휴대용 충전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Samsonite, Pauline Van Dongen, Goal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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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뜬다

앞으로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 기술은 실제 환경에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양산성을 갖춘 모듈화 기술이 필요하다. 또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와 같

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제반 요소의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전력생산이라

는 본래의 기능에 건물의 외피 재료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데 부지가 필요 없어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는 커튼월, 천장, 차양, 지붕 타일, 투명 창호 등

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전체적인 에너지성능과 쾌적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현재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의 발전 속도를 볼 때 향후 약 5

년 후에는 이를 이용한 태양전지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넓

은 면적에서 같은 효율을 이끌어 내야 해 최종 상품화까지는 아직 기술 향

상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실리콘 재료의 공급과잉으로 

태양전지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

로 태양광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제2의 성수기를 맞이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전지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낮

은 재료 가격, 소자의 용액공정을 통한 공정 단순화와 유연하고 가벼운 태

양전지 구현이 가능한 점 등의 장점들을 고려할 때 학계와 산업계에서 지

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현재 태양광 시장이 실리콘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2018년 이

후 유무기 복합 태양전지를 대표로 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이 BIPV, 개

인용 휴대기기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무기 복합 태

양전지는 빠른 발전 속도 덕분에 향후 시장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236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S u S T A i n A b l e  e n e R g y

한일기(광전융합시스템연구단)

hikoel@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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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주요 이슈다. 2040년까지 비 OECD 국가의 에너지 수요는 60%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향후 40~60년 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형

태의 에너지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 향후 태양광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생산량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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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이른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격인 태양전지는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큼 개발이 

진행돼 왔으나, 원자력 에너지 등에 비해 아직 생산단가가 높아 주요 전력

생산원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가장 큰 실리콘 태양전

지는 효율 증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태양전지 효율 증대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개선하기가 어려울 만큼 고순도의 재료성

장이 가능해진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150여 년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최적의 설계 및 공정이 이뤄진 점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실리콘 

단결정 태양전지의 최고효율은 24.7%이지만, 이는 숙련된 기술자가 3일간 

공정을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효율로서 양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태양전지를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방식으로 태

양전지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태양전지가 활

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는 

에너지 밴드갭에 따라 태양전지에 입사될 수 있는 최대 태양광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도로서 ‘쇼클리-퀘이서 한계

Schokley-Queisser Limit’라 한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태양전지의 에너지 밴드갭

이고 세로축은 태양으로부터 입사되

는 빛의 크기를 나타낸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에너지 밴드

갭이 1.1eV이며, 이는 그래프에서 적

색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태양

광이 실리콘 태양전지에 입사될 때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은 태양전지가 등장한 이래 오

랜 시간 발전해 왔지만 생산성과 효율이 한계에 이르

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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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영역에 해당되는 약 15% 내외의 빛은 표면에서 반사 등의 손실로 없

어지고, 녹색영역에 해당하는 약 25% 내외의 빛은 에너지 밴드갭보다 에

너지가 큰 영역이라 그 차이가 열로 손실된다. 분홍색인 약 20% 내외의 빛

은 에너지 밴드갭보다 작아서 태양전지를 그대로 투과해버린다. 따라서 실

제로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빛은 검정색으로 표현

된 영역으로 입사광의 약 31% 내외이며 이는 규소 단결정 태양전지가 얻

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이다. 에너지 밴드갭이 다른 태양전지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최대효율은 검정색 영역의 점으로 표시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달성한 에너지 효율은 이론적인 최대 에너지 효율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실험실에서 간신히 얻은 수준이다.

결국 태양전지의 효율은 현재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따라서 

파란색과 녹색, 분홍색 영역을 줄임으로써 검정색 영역을 늘리는 방법을 

태양전지의 에너지 밴드갭(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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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클리-퀘이서 한계

흑색영역은 에너지 밴드갭이 다른 태양전지에 입사될 수 있는 태양광의 최대량이며, 이것이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

는 태양전지의 최대 효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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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 박막태양전지의 경우 태양광을 활용하는 범위

가 400~750㎚ 범위에 지나지 않는다. 파장이 400㎚보다 짧은 자외선이나 

750㎚보다 긴 적외선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에서 에너지를 얻는 데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손실되는 자외선을 400~750㎚ 범위의 파장으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을 다운 쉬프트down shift 또는 다운 컨버전down conversion이

라고 한다. 반대로 손실되는 적외선을 400~750㎚ 범위의 파장으로 변환시

켜주는 기술을 업 컨버전up conversion이라고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실리

콘 박막태양전지의 효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파장을 쓸모 있게 전환해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데이비드 덱스터David L. Dexter 등은 1953년에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두께 : 수 μm)

다운 쉬프트

다운 컨버전(양자 커팅)

업 컨버전

태양 복사 에너지
(W/m2/nm)

빛의 파장(nm)

1800150012009006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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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갭을 벗어나는 영역의 빛을 밴드갭 안쪽으로 몰아줄 수만 있다면 태양전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운 컨버전과 업 컨버전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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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컨버젼 개념을, 이로부터 6년 후인 1959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니콜라

스 블룸베르헌Nicolaas Bloembergen은 업 컨버젼 개념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장변환 방법은 난제로 남아 있다.

파장변환 난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파장변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료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게 만드는 것이

다. 파장변환재료인 형광체의 효율이 90% 수준으로 높아도 크기가 마이크

로미터 수준이면 태양전지로 들어오는 태양광의 많은 부분을 반사시킨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게 된다.  

2000년대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파장변환재료를 나노크기로 합성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다시 파장

변환 개념의 도입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형광체가 마이크로미터 수

준에서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지면서 표면/부피 비율이 증가해 형광체의 

변환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현재는 나노 크기에 높은 변환효율

을 갖는 파장변환재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다운 컨버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저에너지로 파장이 변환된 

빛을 어떻게 태양전지로 많이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변환된 빛의 절반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절반만 태양전지로 흡

수된다. 역시 태양전지의 효율 증대에 방해가 된다.

최근 나노 크기의 파장변환재료가 개발되고 나노 포토닉스를 통해 흡

수율을 높이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파장변환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전망을 주고 있다.

업 컨버젼 역시 다운 컨버젼과 마찬가지로 변환효율을 증가시키는 문

제가 중요 이슈다. 에너지가 작은 광자 2개가 에너지가 큰 광자 1개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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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야 하는데, 이 가능성이 가장 좋아야 0.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낮은 

변환효율로는 태양전지 효율증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 

컨버젼에서는 파장변환재료의 효율을 현재보다 100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

이 과제다. 최근 이를 위해 업 컨버젼 파장변환 재료와 나노 포토닉스를 융

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태양전지 효율 증대 위한 연구

태양전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 

150여 년 동안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이 진

행되었고 이제는 물질의 순도, 태양전지의 설계, 공정 등의 최적화로 더 이

태양광

태양전지

절연체

업 컨버터

업 컨버전의 기본 개념은 태양전지를 투과한 파장이 긴 빛을 흡수하여 단파장 광선으로 전환한 후 태양전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업 컨버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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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효율 증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태양전지

가 개발되거나 또는 기존에 잘 개발된 태양전지에 추가로 외부 기술을 적용

해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KIST에서도 2012년부터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파장

변환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운 컨버젼을 위해 50nm 이하의 

파장변환용 형광체를 새롭게 개발했고, 이미 개발된 형광체의 효율을 늘리

기 위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파장변환된 빛을 태양전지로 

많이 흡수시키기 위해서 파장변환용 나노형광체와 나노포토닉스를 융합하

거나 비발광 전이non-radiative transfer 개념을 융합하는 연구도 수행 중이다. 업 

컨버젼 연구는 일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한계에 도달한 

태양전지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에 봉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는 가장 널리 이용된다. 집이나 건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전지 패널만 해도 거의 모두 실리콘 기반이다. 따라서 새로운 태양광 발전 방식과 함께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244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블랙아웃, 

대용량 

이차전지로 

대비한다

S u S T A i n A b l e  e n e R g y

조병원(에너지융합연구단)

bwcho@kist.re.kr



245지속가능한 에너지 | Sustainable Energy

근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블랙아웃’이 있

다. 전력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해 일어나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말

한다. 말 그대로 도시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암흑천지가 되기에 붙

은 이름이다. 2003년에는 미국 동부

에서 역사상 최악의 대정전 사태가 

일어나 현대의 대도시에 대규모 정

전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었다. 2003년 대규모 블랙아웃

에서는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미시

간 등 미국의 일곱 개 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 전력공급이 완전히 차

단되었다. 불편을 겪은 주민은 5000

만 명에 달했고 피해액만 60억 달러

(약 6조 2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블랙아웃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미국 뉴욕은 

2012년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다. 유럽 인구의 

10% 정도가 연간 세 시간 이상의 정전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다.

©Jannis Tobias Werner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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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의 위협에 노출된 현대사회,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에서도 최근 대규모 정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평

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라 당분간 블랙아웃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은 당연히 발전소를 더 지어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신중한 계획이 필

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

법은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다. 전력 공급량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수요량은 시시각각 급변하니 전력이 많이 남아돌 때 전기에너지를 

모아두었다가 부족할 때 내보내면 블랙아웃에 대비할 수 있다. 일종의 완

충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보조 전력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은 그 용량이 매우 

커야 한다. 건물이 아닌 도시 단위로 소비하는 전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기술은 단연 ‘전력을 저장하는 그릇’, 고효율 

이차전지다. 이차전지는 전자기기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인접분야에도 접

목이 가능하여 이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에너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효율

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안정화하여 미래 에너지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차전지기술은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대형 이차전지

의 핵심 원료가 리튬인데, 리튬은 생산국가가 극히 제한되어 재료 수급이 

불안정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용하는 리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개

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으로 리튬 수요가 증가하면 수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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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전력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는 대용량 전기저장장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전기저장장치가 없다면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된 재화를 즉시 소비하는 사회에서 화폐경제가 발달할 수 없는 것

과 같은 이치다.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과학동아

기존 전력망과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차이

태양광·풍력

전력거래소

가전제품들

집 돈

빌딩

발전소

전력

대용량전기저장장치
ESS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장

항목 기존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차이점

통제시스템
아날로그 

(단방향 통신, 
수동 제어)

디지털 
(양방향 통신, 자동 제어) 전력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획득, 
실시간으로 통제가 가능해짐.

제어시스템
전력망 단위의 
국지적 제어

전력선 하나하나의 상태를 
실시간 감시, 제어

전력공급 발전소 중앙공급
발전소,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 
각종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원 다양화로 
예기치 못한 전력저하 

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소비자 
전력구매

선택이 제한적. 
제한적인 

심야전기요금 
제도를 시행.

시간별 차등가격 제도 
시행이 가능. 전력피크 시엔 

전기값이 비싸고, 
전력공급에 여유가 있을 땐 

값싸게 공급.

소비자는 전기값이 비쌀 때 
빨래를 하지 않는 등의 

선택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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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리튬 외 다른 소재를 활용

하거나 폐전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이차전지 기술들 

이차전지는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변환하는 장

치다. 따라서 이차전지를 충전할 때는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

고, 방전할 때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사용한다. 이차전지

는 전기를 저장하거나 보관한 채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차전지가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자동차다. 최근 

급부상해서 최신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기자동차는 100년이 넘은 역

사를 지닌 기술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정비요소가 적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편이며, 변속이 용이하다. 이처럼 많

은 장점이 있는데도 왜 100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야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이차전지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활용분야마다 요구조건도 다르다. 대표적 활용처인 전기자동차가 독일 함부르

크 시내에서 충전 중인 모습(왼쪽)과 전력을 모아두는 곳인 백업파워시스템 내부(오른쪽).

©d13, Pavel L Photo and Video / Shutterstock.com



249지속가능한 에너지 | Sustainable Energy

시작했을까? 바로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

문이다. 전기자동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용량을 지닌 

전지와 어디서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기술적인 

한계로 이들을 제대로 구비하기 어려웠다. 전기자동차를 널리 보급하려면 

배터리 용량과 효율이 충분해서 짧은 시간의 충전으로도 먼 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움직일 필요가 없는 대용량 전기저장장치는 전기자동차용 배

터리와 그 용도 및 필요한 성능 조건이 다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용도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의 이차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최근 각

광받는 이차전지 시스템의 특성과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이차전지의 제왕, 리튬

1991년, 일본의 소니 사는 리튬이차전지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소니

의 새로운 전지는 이전의 전지와 완전히 달랐다. 고효율 충전이 가능했고 

수명도 길었으며 전압 특성도 우수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리튬이차전지는 이후 가히 일대 혁명이라 할 정도로 빠르게 

보급되어 산업 전체가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커지자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삼성SDI와 LG화학이 시장에 뛰

어들고, 이어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업체들이 리튬이차전지 사업을 시작했

다. 현재 리튬이온전지 시장은 한·중·일 삼국의 경쟁 체제로 바뀌었으며 

관련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자동차나 에너지저장시스템 분

야와 같은 대규모 응용처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KIST에서는 20여 년 이

상 리튬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으며 최근에는 대

용량 이차전지 원천기술, 리튬이온전지용 신규 소재, 폐전지 재활용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리튬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지도 연구가 활발하다. 바로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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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산화물(촉매)     리튬이온     산소     탄소     리튬산화물     전이금속

전자흐름

전해질

리튬이온전지

방전될 때의 원리

음극에서 리튬이 산화돼 전자

는 전선으로 이동하고, 리튬이

온은 전해질을 통과해 양극으

로 이동한다. 

충전할 때의 원리

양극에 포함된 전이금속이 산

화되고, 늘어나는 양이온의 양

만큼 리튬이온이 음극 쪽으로 

방출된다.

전자흐름

음극 전해질
양극

리튬공기전지

방전될 때의 원리

음극의 리튬이 산화되면서 전

자는 전선으로 이동하고, 리튬

이온은 전해질을 지나 양극에

서 산소와 결합한다. 

충전할 때의 원리

산소와 결합한 리튬이온이 분

리돼 음극으로 이동하고, 산소

는 바깥으로 나온다. 전자는 양

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한다.

위쪽이 현재 널리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 아래쪽이 앞으로 활용도가 커질 리튬공기전지다. 일러스트에는 방전과정

만 묘사했다.

두 가지 리튬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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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지’다. 금속공기전지는 음극에서 일어나는 금속의 산화반응과 양극

에서 일어나는 대기 중 산소의 환원반응으로 전기가 생성되는 전지를 말한

다. 공기전지는 대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양극재의 무게와 부피

를 줄일 수 있어 단위부피당 충전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일차전지의 경

우, 배터리 전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음극재만 교체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

상발전용 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금속공기전지의 음극으로 리튬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차전지의 

음극재로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차전지에서는 

아연공기전지가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리튬의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아 

리튬을 이용하는 공기전지가 활발히 연구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충방전 

사이클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상용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

리튬은 현재로서는 최고의 이차전지 소재지만 생산국가가 한정된 데다 매장량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바닷물에 풍부한 편이지만 바닷물로부터 리튬만 채취하는 방법은 아직 연구 중이라 현재는 지상의 광산에서 

채굴하고 있다. 사진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리튬광산. 

©Kamzara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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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ST에서는 도시용 대용량 에너지저장 기술과 마그네슘 및 소금물을 

이용한 군용전지 기술 연구를 통해 마그네슘공기전지, 알루미늄공기전지, 

리튬공기전지 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다.

리튬을 대신하는 소재

리튬이차전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차전지 중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아 에

너지저장시스템용 및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 리튬 등 핵심재료의 수급에 많은 애로

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및 산업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기 때문에 리튬에 의존하지 않는 이차전지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주목받는 

소재가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이차전지는 음극으로 마그네슘금속을, 양극에 마그네슘이온

의 삽입과 탈리(떨어짐)가 자유로운 화합물을 이용한다. 마그네슘은 리튬에 

비해 매장량이 풍부하여 안정적으로 수

급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매장량이 많

아 리튬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성도 리튬전지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용량저장장치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그네슘전지는 아직 기

술개발이 초기 단계라 양극이나 

전해질 소재에 대한 연구가 더 필

요하다. KIST에서는 마그네슘이

차전지용 양극 및 전해질소재를 

개발하여 마그네슘전지의 실현 가

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신개념의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전지는 리튬이온전지다. 그

러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역

시 전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리튬의 가격이 상승

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나트륨과 마그네슘 전

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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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하이브리드전지를 개발 중이다.

마그네슘 외에 나트륨도 이차전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나트륨 이

차전지에는 크게 고온 NaS전지와 상온형 나트륨이온전지가 있다. 고온형 

NaS전지는 일본에서 상용화하여 현재 대규모 전력저장시스템용으로의 실

증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심인 베타알루미나 양산기술을 포함하여 

NaS전지시스템 전반을 개발중이다.

나트륨이온전지는 마그네슘이온전지와 마찬가지로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 원리가 유사하다. 나트륨은 자연에 풍부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채

취도 쉬워 여러 국가에서 리튬의 대체재로 연구가 활발하다. KIST에서는 

‘NaS 단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 및 신뢰성 평가 과제’를 통해 NaS전지용 

황 전극과 베타알루미나 표면처리기술을 개발 중이며 나트륨이온전지용 

산화물양극재, 탄소계음극재도 연구하고 있다. 

V4+ ↔ V5+ V2+ ↔ V3+

펌프 펌프

음극

기체 질소N2

양극

개폐 장치stopper

막

플로우 프레임flow frame

흑연판

구리판

엔드플레이트
end plate

탄소 천carbon felt

전해질 용액을 그대로 반응시키므로 전해질 탱크 크기만 바꾸면 손쉽게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바나듐 레독스플로우 전지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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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용량이 큰 레독스플로우전지

레독스플로우전지는 전해질용액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한

다. 서로 다른 전위를 지닌 레독스커플Redox Couple을 함유한 전해질용액을 

양극실 탱크와 음극실 탱크에 넣고 이들을 전해조 내로 통과시켜 양극과 음

극에서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반응은 가역적이므로 

충전과 방전이 자유로우며 전해질 용액을 이용하므로 전해질 탱크의 크기

를 키우는 것만으로 손쉽게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재료의 단가도 낮은 편이

라 경제성이 높아 대규모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다른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효율과 출력은 낮은 편이다. 세계

적으로 아연-브롬 전지와 바나듐 전지 연구가 활발하여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해질로 유기용액을 이용한 레독스플

로우전지도 에너지밀도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가 활발하다. KIST에서는 아

연-브롬 전지용 고성능 양극성 탄소전극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 중이다.

에너지 기술의 미래, 차세대 이차전지에 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 이차전지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 우선 전

기자동차는 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은 리튬이차전지를 중심으로 단가를 낮추

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 개발이 활발할 것이다. 다만 리튬이

차전지의 단점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충전시간을 단

축하고 긴 주행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과제다.

에너지저장시스템용으로는 수백 kWh에서 수 MWh급의 대용량 리튬

이차전지가 개발되고 있으나 안전성, 가격, 수명 등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삼성SDI를 중심으로 전기자

동차용 및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리튬이차전지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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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KIST에서는 5V급 고용량 금속산화물계 양극소재, 고안전성 인산

염계 양극소재, 고전압 전해질 소재 개발연구를 수행 중이다. 

마그네슘이차전지는 양극소재 개발이 어려워 당분간은 기존 소재를 

활용하여 마그네슘이차전지의 장점을 살린 고안전성, 장수명, 저가 전지를 

개발하는 흐름이 주를 이룰 것이다. 국내에서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라 기

업의 관심이 아직 적은 편이지만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및 일부 대학교

에서 새로운 양극 및 전해질 소재개발이 활발하다. KIST 역시 기존 소재의 

성능을 향상하는 연구를 통해 수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레독스플로우전지는 수백 kWh급에서 수 MWh급의 대용량 에너지저

장시스템용 전지로 적합하며, 현재 실증시험 중이라 수년 내 상용화가 가

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레독스커플 개발을 중심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에너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관련기술은 국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리튬전지의 안전성은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사진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안

전성 평가장치. 

©K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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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장시스템용 아연-브롬 레독스플로우전지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KIST에서는 새로운 레독스커플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금속공기전지의 경우, 아직 이차전지 개발은 요원하다. 따라서 기존 

일차전지의 성능향상으로 새로운 수요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재난, 단

전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발전용 전지시스템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

다.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상발전용으로의 상용화가 추

진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KERI에서 공기전극 및 전해질 개발에 집중하

고 있다.

나트륨이차전지는 리튬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로 당분

간 새로운 음·양극소재 및 전해질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가 주를 이룰 것이

다. 국내에서는 기술개발 초기 단계라 기업에서의 관심이 아직 적지만 출

연연구소 및 일부 대학교에서 새로운 음·양극 및 전해질 소재개발에 집중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진창수 책임연구원이 레독스플로우전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레독스플로우전지는 전기저

장 공간과 전압방출 부분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충전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어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로 적합하다.  

ⓒ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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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연구개발과 중국의 추격 틈바구니에서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은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 

M&A를 가속화함으로써 기초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도 차세

대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다음 세대의 이차전지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서

려 하고 있다.

한국이 현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 시장에도 변화가 예

상된다. 현재 리튬이차전지 시장은 모바일 IT용 소형 이차전지 위주로 형

성되고 있으나, 앞으로 전기자동차용 및 에너지저장용 시장 위주로 급성장 

할 것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는 매년 3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소형 리튬이차전지의 개발을 시작하여 지

난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시장점유를 차지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이차전지 중 한국의 경쟁력은 

니켈계
67

리튬이차
(소형)
94

납축전지
165

리튬이차
(전기자동차)

28

2010년
359억 불

초고용량 
커패시터

4

리튬이차
(에너지 저장용)

0.48

니켈계
97

기타 
중대형

131

리튬이차(소형)
166

납축전지
230

리튬이차
(전기자동차)

170

2015년
838억 불

리튬이차
(에너지 저장용)

37

초고용량 
커패시터

8

니켈계
97

기타 
중대형

131

리튬이차(소형)
220

납축전지
160

리튬이차
(에너지 저장용)

257

리튬이차
(전기자동차)

302
2020년

1,175억 불

초고용량 
커패시터

8

34.3%
점유

44.4%
점유

66.3%
점유

출처: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차전지 시장 예측 그래프. 리튬이차전지는 급격히 점유율이 증가하여 2020년이면 전체 이차전지 시장의 66% 이

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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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차전지에만 국한된다. 게다가 모바일 IT용 소형 리튬이차전지 시장

에서의 경쟁력만 우수할 뿐, 전반적인 부품 및 소재 기술은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부품 및 소재 전체를 비교할 때 일본의 80% 이하, 원

천기술력은 60% 이하라 다소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자동차용 및 에너지저장용 중대형 이차전지는 주요 선진국에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격차에 대응

하려면 우리나라는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상대

대용량 이차전지를 이용하면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적인 도

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서 연구가 활

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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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초·원천 기술 및 부품·소재 기술에 지

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시장은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전지 기술에 골고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차전지 기술은 전기화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학, 물리 등 다학제

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기초연구부터 상용화연구까지 전주기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분야다. 따라서 산학연 공동의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기술개발 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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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청정연료 

제조하는 

GTL-FPSO 

공정기술

S u S T A i n A b l e  e n e R g y

문동주(청정에너지연구센터)

djmoon@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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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기반 중 하나는 화석연료다. 화

석연료는 과거의 산업혁명과 현재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

이었다. 현재까지도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화석연료 사용으로 최근 고갈이 심각해진 나머지 ‘에너지 

위기’라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각종 공해물질도 큰 이

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관련 기술이 연구 중인 가운데 천연

가스로부터 청정연료를 합성하는 GTLGas To Liquid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천연가스에서 액체연료 합성한다

GTL 공정은 주로 니켈Ni계 촉매로 천연가스의 성질을 바꾸어 합성가스를 

제조하고, 코발트Co와 철Fe계 촉매의 작용으로 합성가스로부터 합성액체연

료를 제조해내는 기술이다. 한마디로 탄소를 풍부하게 포함한 다른 물질을 

합성하여 석유를 만들어내는 공정이라 할 수 있다. GTL 합성연료는 유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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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족 화합물을 매우 적게 포함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

수소 및 기타 분진 입자들의 배출량이 낮다. 

GTL 공정은 크게 천연가스로부터 합성가스(일산화탄소, 수소)를 제조

하는 개질Reforming 공정, 합성가스로부터 합성연료를 제조하는 피셔-트롭

쉬F-T: Fischer-Tropsch 공정, 그리고 왁스wax를 연료(디젤, 가솔린)로 전환하는 

업그레이딩 공정

화학제품 원료

원유

부산물(암모니아, 황, 타르 등)

석유 구성재료 정제 및 혼합 석유 제품

화학 재료 화학 공정 화학 제품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산소

메탄

액화가스

자열개질기 슬러리 반응기

합성가스

슬러리

F-T 공정
가스분리공정

©Sasol

사솔 사에서 개발한 공정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하여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낸다.

GTL 공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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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딩upgrading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은 

F-T 합성이다.

F-T 합성 방법은 석유가 부족하던 시기,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1923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이 방법으로 제조된 합성유는 유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독일에게 요긴한 에너지원이 되어주었다. F-T 합성법은 남아프리

업그레이딩 공정

화학제품 원료

원유

부산물(암모니아, 황, 타르 등)

석유 구성재료 정제 및 혼합 석유 제품

화학 재료 화학 공정 화학 제품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산소

메탄

액화가스

자열개질기 슬러리 반응기

합성가스

슬러리

F-T 공정
가스분리공정

©Sa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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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화국으로 기술이 넘어가고 나서야 상업적으로 급성장했다.

원유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서독과 동독은 더 이상 합성유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악명 높은 인종차별정책을 

고수한 탓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석유도 수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

GTL공정에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사진은 사솔의 슬러리 반응로. 

©Sa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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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인 사솔Sasol이 1955년 석탄을 원료로 

8000BPD(하루 평균 처리량, 배럴)의 합성연료를 제조한 이래 상업적으로 크

게 성공하여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다.

F-T 합성은 일산화탄소와 수소로부터 올레핀을 형성하는 반응으로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CO + 2H
2
 → (CH

2
)
n
 + H

2
O(165kJ/mol)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기 때문에, 최적의 반응상태를 유지하려면 촉매

층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빠르게 열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F-T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탄소수는 감소하고 경질light hydrocarbon 생성

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화합물 사슬의 가지와 이차 생성물의 양 또한 

증가한다. 반면 압력은 온도와 반대의 영향을 준다. 압력이 높아지면 전환

율이 높아지고 메탄CH4
 생성이 줄어든다.

업그레이딩 공정은 최종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단계다. F-T 공정의 생

성물로부터 다양한 공정을 거쳐 경유, 휘발유와 같은 연료는 물론, 윤활유

처럼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업그레이딩 

공정은 수소첨가분해hydrocraking, 탈랍dewaxing, 이성질체화isomerization 및 알

킬화alkylation 반응이 있다.

GTL은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장래성이 높은 기술이지만 기술의 확산

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초기 투자비가 높고 독점적 성격이 강하여 

기술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연가스를 이용해 합성가

스를 제조하는 개질 공정만 하더라도 수증기개질SR: Steam Reforming법, 수증

기-이산화탄소 혼합개질SCR: Steam Carbon dioxide Reforming법, 자열개질ATR: Auto-

Thermal Reforming법, 부분 산화POX: Partial Oxidation법과 같은 핵심 공정들이 사

솔, 쉘Royal Dutch Shell 및 BPBritish Petroleum 등 주요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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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GTL 기술 개발에서는 원천기술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확보하

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개질 공정의 경우 한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바로 활

용이 가능한 기술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스전의 규모나 위

치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열개질

은 대형 GTL 플랜트에, 수증기-이산화탄소 혼합개질은 중소규모의 한계가

스전에 활용될 수 있다. GTL 플랜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원가

를 절감하는 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TL 산업이 국제적으로 크게 부상한 때는 1990년대 중반이다. 말레

이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설비가 가동하기 시작

한 데 이어, 카타르에서는 사솔의 기술을 활용한 오릭스Orxy-I GTL 플랜트

가 2007년부터 상용생산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펄Pearl 

GTL 플랜트는 2011년 11월에 완공되어 현재 총 21만 3000BPD를 생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GTL-FPSO 공정 미니 파일럿플랜트

기술보유사 국가 수준 개질 F-T 합성

사솔Sasol

남아공 3만 4000BPD 상용화 ATR SBR, Co 촉매

나이지리아 3만 4000BPD 상용화 ATR SBR, Co 촉매

카타르 3만 4000BPD 상용화 ATR SBR, Co 촉매

쉘Shell

카타르 14만BPD 상용화 POX FBR, Co 촉매

말레이시아 1만4000BPD 상용화 POX FBR, Co 촉매

엑슨모빌
Exxon Mobil

USA 300BPD 실증화
유동층Fluidized 
ATR

SBR, Co 촉매

신트롤리엄
Syntroleum

USA 200BPD 실증화 ATR SBR, Co 촉매

렌테크Rentech USA 235BPD 실증화 ATR SBR, Fe 촉매

콘티넬털오일-
필립스
Conoco- Phillips

USA 400BPD 실증화 CPOX FBR, Co 촉매

BP USA 300BPD 실증화 CR FBR, Co 촉매

일본석유천연가
스·금속광물자
원기구JOGMEC

일본 500BPD 실증화 SCR CBR, Co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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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육상 GTL기술은 사솔과 쉘이 상용화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신트롤

리엄Syntroleum, 렌테크Rentech, 콘티넨털오일-필립스Conoco-Phillips, BP, 일본석

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등 후발 업체들이 실증 수준의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GTL, 육상에서 해상으로

국내의 육상 GTL공정은 지난 10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

게 진행 중이다. 개질 공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KIER, 한국가스공사KOGAS, 전남대 등에서 자열개질과 수증기-이산화탄소 

혼합개질, 수증기개질을 포함한 개질 공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F-T 합성 공

정은 KIST,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성균관대 등

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합성연료를 제조하는 FTS 촉매 공정은 KIST에

국내에서도 KIST가 해상의 한계가스전에 적용하기 위한 공정 개발이 한창이다. KIST에서 연구 중인 소형 파일럿 플

랜트(왼쪽)와 해상 환경 구현을 위한 모션시스템 설치 현장(오른쪽). 

©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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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발트Co계 고정층 반응기MFBR: Multistage Fluidized Bed Reactor를, 화학연에서 

코발트계 슬러리 버블 컬럼 반응기SBCR: Slurry Bubble Column Reactor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업그레이딩 공정은 KIST와 고려대에서 수소첨가분해 

및 이성질체화 반응을 위한 촉매를 개발하고 있다.  

육상 GTL공정의 천연가스 개질 및 F-T 촉매 개발에 대한 연구는 2006

년부터 지식경제부 1단계 연구사업으로 KIER와 KRICT에서, F-T 반응기

의 설계 기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는 KIST에서 수행했다.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착수되어 합성가스로부터 청정합성석유를 제조하기 위한 통합

공정 개발과제가 KIER, KRICT, KOGAS에서 수행되었으며, 1BPD 규모의 

실증 및 통합운전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전의 부생가스associated gas나 한계가스stranded gas전의 천연

가스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다 위의 배에서 청정연료를 

제조하는 공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해상의 ‘부유식 석유생산 저장 

국내 유일한 가스전인 동해해상가스전의 모습. GTL-FPSO 설비를 이용하면 해상플랫폼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바로 

가공할 수 있어 공정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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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라 부르며 선상에서 청정 

연료를 생산하는 GTL-FPSO 공정이다.

해상의 한계가스전stranded gas field과 유·가스전oil·gas field의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선상에서 GTL 청정연료를 제조하는 GTL-FPSO 공정은 해상의 

한계 자원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기술로, 한계가스와 유분을 분리하는 공

정, 한계가스를 이용한 개질 공정, F-T 공정, 업그레이딩 공정 및 합성된 청

정연료를 FPSO에 저장하는 공정으로 구성된다. 육상의 GTL 공정과는 다

르게 파도, 조력, 바람, 해수 온도와 같은 해상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해양플랜트는 한정된 영역에 많은 장비를 배치해야 하므로 최적 배치 설계

가 중요하며 콤팩트한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GTL-FPSO 공정을 상용화하려면 해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촉매, 반응기 및 공정 설계기술과 소형화가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최근에 

기존의 대규모 GTL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이면서 이동 가능한movable GTL 

플랜트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소규모 플랜트는 입지조건이 훨씬 유

리하고 대상 가스전을 선정하는 데 제한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산소공

급, 냉각시설 등의 많은 부대공정 설비를 필요로 하는 GTL 플랜트에서도 

소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해상offshore 플랜트 구축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GTL-FPSO 공정의 개발 동향

기업 내용

콤팩트GTLcompactGTL 마이크로 채널반응기(함성가스+FT 합성) 개발
2008년 GTL-FPSO 실증 플랜트20BPD 개발
2010년 실증 플랜트 운전페트로브라스Petrobras

블루워터Bluewater
나이지리아 가스수반 유전에 대한 경제성 검토 투자 무산

신트롤리엄Syntroleum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
ITMIron-Transport Membrane 기술을 이용, ASU 공정 없이 합성 가스 제조 
compact 개질 공정 개발

벨로시스Velocys
마이크로채널 기반 SR·FT 반응기 및 콤팩트 GTL 공정개발
2008년 일일 2.5갤런 실증 플랜트 운영



270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GTL-FPSO 공정은 콤팩트GTLCompactGTL, 벨로시스Velocys, 신트롤리엄

Syntroleum,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같은 기업에서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해상 GTL 기술의 경우, 최근 경제적인 한계가스전 개발의 일환으로 한계

·수반가스를 생산하는 중소형 가스전 개발용 장치를 콤팩트화 하고 모듈

화해 FPSO에 적용할 수 있는 GTL-FPSO 플랜트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일례로 BP의 콤팩트형 개질기Compact Reformer 기술, 일본 JOGMEC의 

SCR 기술, 콤팩트GTL의 모듈화 기술,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사의 ITMIron-

Transport Membrane 기술이 미래 핵심기술에 포함될 수 있다. 신트롤리엄에서

는 산소를 분리하지 않고 공기를 직접 사용하는 ATR 방식으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코발트 촉매를 사용하는 두 단계의 슬러리 F-T 반응기를 거치며, 

테일가스tail gas는 재순환하지 않는 공정을 개발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GTL-FPSO 기술

KIST는 GTL-FPSO 공정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 2009년부터 KIST, 대

우조선해양DSME, 제이엔케이히터JNK-Heaters, 하이록코리아Hy-lok Korea, 동

화엔텍Donghwa Entec 및 포스코 플랜텍POSCO Plantec이 참여하는 ‘KIST GTL-

FPSO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용급 GTL-FPSO 공정의 개념설계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하고 있다. 

KIST는 ‘KIST GTL-FPSO 민간컨소시엄’과제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KOGAS, 제이엔케이히터, 하이록코리아, 전남

대, 성균관대, 고려대, 인하대, 명지대, 그리고 조선대의 연구팀과 함께 해

상환경의 한계가스전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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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기술개발 과제로서 ‘GTL-FPSO 공정 상용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2011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환경의 개질reforming, 

FTS 및 업그레이딩용 촉매, 반응기 및 공정 설계의 기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2만 BPD 규모의 GTL-FPSO 공정의 예비 기본설

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상 한계가스전의 선상에서 DMEDiMethyl Ether를 

제조하는 DME-FPSO의 상용공정 개발에 관한 연구는 한국가스공사, 대

우조선해양 및 대우조선해양 E&R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상용급 

DME-FPSO의 예비기본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를 사용한 마이크로 GTL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는 KIER

와 KRICT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근 KIST는 콤팩트한 GTL-FPSO 공정 개

발의 일환으로 마이크로 채널 반응기와 고정층 촉매 반응기의 단점을 개선

한 마이크로-매크로 채널 반응기를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확보했으며, 이

KIST는 해양 한계가스전과 유·가스전의 동반가스를 활용하여 해상청정연료를 제조하는 GTL-FPSO 공정 설계기

술을 개발 중이며, 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JNK히터스, 하이록코리아, 전남대, 성균관대, 고려대, 명지대 그리고 

조선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KIST



272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를 GTL- FPSO 공정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석유자원의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 및 고유가 대

응기술로서 GTL은 LNG에 비해 수송하기 쉽고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용이

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공급대책이 부족하고 자

제 조달 비용의 상승과 건설비 폭등, 대규모 GTL 제조공정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막대한 투자금액이 GTL 프로젝트의 진척의 저해요인이다. GTL 분

야 선도국가인 카타르는 GTL 공정의 원료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문제로 추가적인 GTL 프로젝트 착수를 보류한 상태이나, 카타르 북

부 가스전 개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배출가스 기준 강화 움직

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shale gas를 낮은 비용으로 채굴하

는 방식이 상용화되어 셰일가스를 활용하여 석유를 대체하는 공정을 개발

하기 위한 GTL 프로젝트가 차세대 에너지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

최근 셰일가스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GTL 공정 개발에 관련된 산업이 큰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은 미국 루이지애

나 주의 찰스 호수(Lake Charles)에 건설 중인 사솔의 GTL 시설. 

©chemicals-tech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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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루이지애나 주의 셰일가스 기반 GTL 기술(9만 6000 BPD)은 나프타 분

해naptha cracking 시대를 마감하고 셰일가스 시대가 열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해양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세계 FPSO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 조선사의 FPSO 설계 기술과 해상환경의 콤팩트 GTL을 

융합한 GTL-FPSO 플랜트 기술을 개발하면 국내에서 유전 개발에 상응하

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KIST는 향후 10년 이내에 GTL-FPSO공정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3년)와 3단계(3년) 전략 응용과제를 기획 중이며, 4단계(4년)에 

해당하는 상용화 실증과제는 KIST와 MOU를 추진 중인 오스트레일리아 

CSIRO의 GTL 연구팀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Perth에 일 100BPD급 GTL-FPSO 실증 플랜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GTL-FPSO 상용화 

공정이 퍼스 북서부에 위치한 해양 한계가스전 근해에 세계 최초로 사업화

되면 조선과 석유화학은 물론, 환경, 에너지플랜트와 같은 인접분야의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양 청정연

료 산업과 관련 플랜트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얼어붙은 북극, 마침내 길을 열다

⋮

첨단 기술로 녹조를 예방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PAR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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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기술

3월 31일 일본 요코하마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

회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 개발도상국에만 한정해도 연간 700억~1000억 달러(약 73조~10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5도 상승하면 세계의 국내총생

산GDP은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

서 단기적으로 작물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10여 년간 온난한 기

후대에서 작물 수확량이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 쌀, 옥수

수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동안 환

경기술과 관련된 기존의 담론은 수세적인 측면이 강했다. 즉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온 것이다. 하지만 환

경 변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진척으로 최근의 기후 변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가속화된 면은 있어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일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견해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 인식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변화하는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FCCC에서는 기후변화를 온난화와 기후 변동성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

이 빈발하고 그 피해규모도 증가하면서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요인이 변

화하는 기후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은 기후

변동성의 확대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개인 및 지

역사회, 기업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재해 관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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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질병 관리 및 확산 차단과 식량․에너지 수급 관리 부담도 늘어나

며, 개인은 근로의욕이 감소하고 물가상승 불안이 커지며, 기업은 생산성 

저하 및 원가 상승 위험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 영국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8

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해 정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은 보건 위협에 대비하고자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질병 

확산을 막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세계 최초

로 탄소배출량 제로를 추구하는 마스다르시티를 아부다비에 건설하고 있

다. 또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는 식량과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 기후변동에 강한 품종 개

발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후변화 심화로 주목해야 할 5대 분야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분야 주요 비즈니스 주요 기업

기상정보 서비스 기상정보, 기후컨설팅, 방재서비스
웨더뉴스(일본), 
플랜어낼리틱스(미국)

기상·방재 장비
기상관측 및 예측 장비, 
재해대비 장비

바이살라(핀란드), 
오펙시스템스(호주)

원자재·재무위험 관리
원자재시장 불안 및 기업 
재무위험 관리

스위스 리(Swiss Re), 
셀시어스프로(스위스)

질병관리 서비스 질병 감지 및 예측, 전염병 차단 구글, 옥시텍(영국)

수처리 및 전력저장

물 재활용, 산업용수 처리, 
해수담수화

하이플럭스(싱가포르)

그리드·신재생에너지용 
전력저장시스템

NGK(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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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협이 커짐에 따라 편안하고 쾌적한 기후․환경을 누리는 

것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

요가 있다. 개인 및 지역, 기업, 정부가 기후변동성 및 온난화에 적응하고 

위험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후나 환경은 공공재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

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투자 및 지원정책 하에 한국 기업이 보유한 

제조경쟁력, IT 기술 등의 강점을 활용해 기후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

회를 모색할 시점이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 위협의 확대를 계기로 향후 

기업이 관심을 가질 5대 분야를 선정했다. 기상정보 서비스, 기상․방재 장

비, 원자재․재무위험 관리, 질병관리 서비스, 수처리 및 전력저장이 그 분

야들이다. 이들은 현재 시장 규모가 작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지만, 향

후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기존 기술을 기후․환경 부문에서 응용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다.

한편, 기후변화로 바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

술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롭게 

열린 북극항로 운항에도, 기후변화의 또 다른 위협인 녹조 현상을 해결하

는 방법에도 과학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사회문제를 바라

보는 프레임을 과학기술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 녹조 관련 문제는 공공성이 강한 대규모 시설 및 대책과 관련이 있

다는 점에서, 북극항로의 문제는 국제정치적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한국은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디젤엔진선박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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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다량의 매연을 포함하는 입자PM: Particulate Matters, 탄소BC: Black Carbon

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들을 저감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 PM 규제 논

의에 참여하고 북극권 개발과 기후변화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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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

간의 관측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 온도 상승이 인류 활동의 

영향인지는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의 기온 변화가 빙

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자연적인 순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산업

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이 돌이킬 수 없이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2007년 유엔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기후변화 4차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간활동의 영향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간

의 활동과 기후변화의 관계를 공식화한 IPCC와 엘 고어에게 2007년 노벨

상을 안겼다.

이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연구가 이어졌다. 대

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저장,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 개발에 주요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봄, 하와이의 마우나로

아 관측소를 포함한 전세계 여러 관측소에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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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 수백 년간 꾸준했던 이산화탄소 농

도의 증가 추이를 단 10여 년 사이에 거스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산업활동을 통한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특히 2050년에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기

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의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기후변화는 막아

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북극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늘어나면 태양열을 대기가 흡수하여 이를 

복사열 형태로 지표로 방출함으로써 지표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올라

간 지표 온도는 대기에 다시 복사열을 방출하는 되먹임feedback 작용을 하여 

온도 상승 효과가 증폭된다. 기온 상승이 증폭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

른데, 북극은 지구상에서 이러한 되먹임 작용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지

역이다. 북극을 덮은 얼음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 어두운 색의 바다가 드

측정을 시작한 이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업혁명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지구의 평균 온도. 1905년부터 2005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으며 2013년 5월 9일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을 돌파했다.

인류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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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서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이렇게 흡수된 열은 다시 온도를 높여 

얼음을 더 빠르게 녹인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극지역의 온난화는 전 지

구 평균온도 증가의 2~3배에 달해 이러한 이론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지역별 여름평균기온이 현재 최고 기온보다 높아질 가능성

2050년경

2090년경

위쪽은 2050년까지, 아래쪽은 2090년까지의 예측으로, 지구 전체가 매우 높은 확률로 여름평균기온이 급상승할 전

망이다.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평가된다.

©Courtesy of Science/A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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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어나는 극지역 온난화는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되

는 겨울철 북극해에서 심화되고 있어서 북극권 온난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극권 온난화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극해가 냉

각 및 염분 농축에 의해 멕시코 만류가 심층수로 전환되는 열염순환이 왕

성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열염순환은 밀도차에 의한 해수의 전지구적 순환을 일컫는 말로 심층

순환, 또는 대순환이라고도 한다. 열염순환은 그린란드에서 바닷물이 심해

로 가라앉으면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멕시코 만류가 북극으로 올라와 북

극이 너무 춥지 않도록 하고, 태평양으로 들어간 해류는 적도 부근의 기온

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북극해 바닷물의 밀도가 계속 낮아지고, 그 

결과 침강류가 줄어들어 해류가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 해

열염순환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열염순환을 ‘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부르

기도 한다.

열염순환 흐름 개요

❶  바닷물의 열이 대기로 
방출

❷  그린란드 근해에서 
심층수가 생성되지 
않으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전체가 
둔화된다.

❶
❷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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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약화되면 지구 기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

제로 2010년 가을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평소에 비해 느려진 멕시코 만류 

속도를 바탕으로 매우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을 사전에 예측한 바 있다. 

북극권 온난화는 해류 순환 변화를 통해 지구 전체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중위도 지역의 기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북극진동과 중위도에서 이상한파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북극의 상황에 따라 중위도 지방의 기후가 변화한다. 북반구의 중위도에는 인류가 건설한 주요 도시들이 밀집해 있

고 인구 또한 많아 이 지역의 기후변화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

다.

❶

❷

❸

❹

❺

❻ ❻

❶ 북극의 기온이 북극 기온 평년보다 약 10도 높은 상태 지속

❷ 북극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시베리아에 눈으로 쌓여 반사율 증가

❸ 시베리아 기온 하강으로 고기압이 발달하여 수직 파동 활동 증가

❹ 북극 성층권의 온도 및 기압 상승

❺ 극진동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어 북극을 둘러싼 제트기류가 남하

❻ 중위도 지역에 찬 공기가 대거 유입되어 한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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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2009~2010년 겨울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겨울철 한파다. 과거 우리나

라 겨울 기후는 대륙 고기압의 발달과 쇠퇴 주기인 7일에 맞추어 3일은 춥

고 4일은 따뜻한 삼한사온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하 10도 정도

의 매우 추운 날씨가 10일,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한파가 매년 찾아오고 

있다.

2009년 겨울부터 시작된 춥고 긴 겨울 한파는 역설적으로 예년 평균

에 비해 약 10℃ 이상 높은 북극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극이 온

난화되어 북극기단이 팽창하면 한랭한 북극기단이 남하하여 시베리아 지

역에 폭설이 내린다. 시베리아의 폭설은 알베도(태양광 반사도)를 증가시켜 

시베리아 고기압은 더욱 강해진다. 결국 한반도가 확장된 시베리아 고기압

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감으로써 장기간의 한파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극 온난화로 초래된 중위도의 추운 겨울은 기후변화의 양상

이 지표면 온도의 선형 증가에서 기후시스템의 변동성 강화라는, 더 비선

형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지역이나 시기별로 예측하

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이 

전 지구적인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북극의 기후변동에 각별한 관심

이 필요하다. 

북극 온난화가 즐겁다?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 여름에 북극 해빙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기

는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금세기 들어 북극 해빙 면적은 급격한 감

소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2008년 여름 북극의 얼음 면적은 1979년에 비해 

42%나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북극항해 가능 일수도 현재 연간 20~30일에

서 2030년에는 10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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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5년에 1개월, 2020년에 6개월, 2025년에는 9개월 동안 선박 운항이 

가능하며 2030년엔 북극항로의 완전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북극 온난화에 따른 북극항로 개방이 가장 반가운 곳은 단연 해운조

선업계다. 2009년 2척, 2010년 4척이던 북극항로 운행 선박이 2011년 34

척을 거쳐 2012년 48척으로 3년 새 24배 폭증했다. 북극을 거쳐가는 물동

량도 2011년 82만 톤에서 2012년 126만 톤으로 53% 늘었다. 북극항로 이

용이 늘어난 이유는 이 항로가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항로보다 거리 

40%, 운항 시간 20일을 줄일 수 있어 유조선 한 척당 경비를 50만 달러(약 

❶ 수에즈 운하

- 소말리아 해적 출몰

- 교통 혼잡 

❺ 북극항로(NSR)

바렌츠해의 카라해협에서 태평양의 프로비데니야만에 이르는 총 5600km의 최단 운송루트. 정식 명칭은 북동

항로다. 캐나다 북부의 북서 항로도 있지만 통상 북극항로는 북동항로를 이르는 말이다.

❷ 말라카 해협

- 동남아시아 해적 출몰

- 교통 혼잡 

❸ 남중국해

- 영유권 분쟁 격화

- 군사적 갈등

❹ 파나마 운하

- 군사적 갈등

- 교통 혼잡

❶

❷

❸

❹

❺

남방항로의 문제점들과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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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40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교통부는 2020년 북

극항로 물동량을 6400만 톤으로 전망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30년 

최대 4600만 TEU(1 TEU는 길이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가 북극을 지날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북극해에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900억 배럴), 세계 천연 가

스의 30%(47조m3), 다이아몬드와 금을 포함해 막대한 양의 철광석, 니켈, 

구리, 알루미늄, 우라늄, 희귀금속 등의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북극지역 석유·가스 매장량

북극의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면서 자원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조약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남

극과는 달리 북극은 여러 나라의 영해에 포함되어 해당 국가의 개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북극알래스카 해역 
728억 배럴 

동바렌츠 해역 
612억 배럴 

아메라시아 해역 
196억 배럴 

동캐나다 해역 
171억 배럴 

동그린란드 열곡 해역 
314억 배럴 

예니세이-카탄가강 유역 
249억 배럴 

서시베리아 해역 
1326억 배럴 

그린란드(덴마크)

알래스카(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북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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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북극해 광물자원의 가치는 1.5조~2조 달러(약 1600조~2150조 원)

로 추정되며, 모든 에너지광물 자원을 합하면 그 가치가 13.5조 달러(약 1

경 4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극해가 개방되면 각 국가별로 자원개발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야말 반도에 LNG 플랜트 공장을 세워 연간 

1500만~1600만 톤의 가스를 2018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프랑스, 네덜

란드, 인도의 에너지 기업들도 북극해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영국, 미국, 러시아의 주요 석유 회사들도 향후 몇 년간 북극 유전 개발과 

시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북극해에서 생산된 가스나 석유는 

선박에 실려 북극 항로를 따라 전 세계로 운송될 테니 북극항로를 운항하

는 선박 수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수산업에도 북극온난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극해의 연간 수산자원 어획고는 전세계의 약 40%로 4600만 톤 수

준이며, 주변의 그린란드 남부 연안 및 바렌츠해, 베링해, 알래스카 북쪽 

연안에 주요 어장이 있다. 미래에 북극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명태, 대

구, 연어 등의 서식지가 북상한다면 북극해 지역의 어업생산이 증가할 것

이다.   

북극 시대에 대비하라!

매우 가까운 미래에 북극항로가 개방되고 북극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급

증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선박들의 항해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급

유나 선박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 선박의 오수 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환경파괴가 따른다는 점이다. 이 중 기름 유출이나 선박 오수 배출 문제는 

국제 협약을 제정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대기



290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오염물질의 배출은 선박을 운행하는 한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저급의 중유HFO: Heavy Fuel Oil가 주연료인 디젤엔진 선박에서

는 다량의 매연을 포함하는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s이 배출될 수 있

다. 대기로 배출된 대부분의 PM 성분은 태양복사에너지를 산란시켜 대기

를 냉각시키는 데 비해, 탄소BC: Black Carbon는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난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로 배출된 PM은 중력의 작용으로 가라앉거나 빗물에 

씻겨나가므로 오래지 않아 지표면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PM이 지표면에 

내려왔다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극, 고위도 

및 고산지역을 덮은 얼음, 빙하와 눈은 표면의 반사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열을 우주로 돌려보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데 PM이 얼음이나 눈 위에 내리면 흰색 지표가 착색되어 반사도가 떨어지

고 태양열 흡수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PM은 북극해 해빙이 줄어드는 속도

를 더 빠르게 한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BC는 연간 19만~132만 톤

에 달하며 전체 오염물질 배출의 0.2~5%를 차지한다. BC의 가장 큰 배출

원이 선박은 아니지만 북극권에서는 다른 오염원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PM이나 BC를 줄이는 연료 개발이 절실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해 배출된 PM이나 

왼쪽부터 선박, 디젤 차량,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입자의 특성 비교. 선박에서 배출된 입자가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



291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 Counteracting Climate Changes

BC로 인한 온도상승 효과가 커지면 북극에 가까운 영구 동토층도 녹는데, 

이 때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될 우려가 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

다 온실효과 유발력이 21~23배나 높아 지구온난화를 급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 

최근 이에 대비한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 선박에서 배출되는 PM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문건이 많이 제

출되고 있다. 특히 PM 가운데 BC를 기후변화물질로 IMO 규제에 도입하

기 위한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간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선박 배출 PM 규제에 대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진국을 위주로 논의가 진

행되었으나, 2012년에는 한국도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by black 

carbon emission from shipping”라는 제목으로 IMO에 의제 문서를 제출

했으며, 이 과정에 KIST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KIST에서는 선박

배출 PM·BC 특성화를 통해 국제적인 표준 측정방법을 개발할 뿐 아니라 

북극권 온난화 및 이에 따른 중위도 기후 변화와 파급효과를 과학적 관점

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선박배출 PM·BC를 측정하여 입자 특성

을 연구한 결과는 선박배출 PM·BC 저감기술 개발과 연계되어 활용될 예정

이다.   

북극권 해빙이 급속히 축소되면서 바야흐로 ‘북극 시대’가 열리고 있

다. 북극권 인접 국가는 아니지만 해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열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회다. 따라서 PM을 포

함하여 북극권과 고위도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그 메커니즘들을 연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선박배출 PM·BC 특성화 및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국제적인 PM 규제 논의에 참여하고 북극 온난화 및 북극

권 개발에 따라 인류가 당면할 기후변화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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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6일, 한 지상파를 통해 ‘끈질긴 

가을녹조, 과학계가 나섰지만 속수무책’이라는 뉴스가 국민들에게 방송되

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녹조현상은 매해 여

름마다 언론사의 단골 주제로 오르내린 지 오래다. 1990년 제주도에서 이

상기온과 폐수 방출로 인해 근해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되어 큰 피해를 낸 

2012년 낙동강의 대규모 녹조 사태 때 초록빛으로 물든 하천. 낙동강의 본포 취수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녹조라떼’

라는 말을 유행시킬 만큼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 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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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국의 하천과 연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또 다른 위협, 녹조현상

녹조현상green-tide은 부영양화eutrophication의 일종으로 수중에 질산염, 인산염

과 같은 무기영양염류가 지나치게 많이 유입될 경우 발생한다. 갑작스레 늘

어난 영양물질과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등의 조류

가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나타난다. 

녹조현상에 영향을 주는 조류들은 대부분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종에 속하는 남조류다. 이들이 수

온, 일조량, 물의 흐름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증식하면 녹조현상이 나타

난다. 최근에는 유해 남조류가 내놓는 독성물질과 이로 인한 악취로 상수

원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어 국민보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lgalweb.net, Evelyn E. Gaiser, EPA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류와 특징

구분 남조류Cyanobacteria 규조류Diatoms 녹조류Green Algae

발생 시기 초여름~가을 늦가을~봄 늦봄~초가을 

물의 색 짙은 녹색 갈색(간장색) 짙은 녹색

영향
독성물질배출

(간장독,신경독),
이취미 유발

이취미 유발,
정수처리시설 장애

이취미 유발

대표종

마이크로시스티스

Microcystis, 
아나베나
Anabaena

시네드라Synedra, 
시클로텔라Cyclotella

유도리나Eudorina,
판도리나Pandorina

사진

마이크로시스티스 시클로텔라 유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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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현상이 수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식수원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 보건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12년

에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팔당 지역에 녹조가 확산되어 불쾌한 냄새와 맛

을 유발하는 지오스민geosmin 농도가 590ppt까지 증가하여 실제 상수원 관

리에 영향을 준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녹조가 발생한 물 특유의 불쾌한 냄새와 맛은 지오스민이나 2-메틸이

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과 같은 이취미물질이 원인이다. 이들은 매

우 낮은 농도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냄새를 발생시키는 데다 식수원

으로 정수하는 과정을 거쳐도 소량 남아 수돗물에 영향을 준다. 이취미 자

체로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상수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유발하여 상수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면 물 전체가 녹색으로 변하는 ‘수화현상(algal bloom)’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위성 사진을 

동원해야 전체 양상이 확인될 만큼 넓은 범위에 걸쳐 일어난다. 사진은 2011년 10월 미국 북부의 이리 호수에서 나

타난 기록적인 녹조현상의 위성사진.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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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취미 물질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로 남조류가 내어 놓는 독

소물질들이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물질들은 적은 양으로도 간

이나 신경계에 악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독소물질의 실체가 제법 자세히 밝혀지기 전에는 녹조현상을 단순히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적조와는 

달리 위협적이기보다 그저 불쾌함만 유발하는 색상 탓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최근 남조류의 독소물질에 대해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면서 녹조에서 

비롯된 녹색의 물은 불쾌감을 넘어서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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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톡신anatoxin
독소유형 : 신경독소
노출시 증상 :  비틀거림, 숨가쁨, 

경련, 설사, 사망
관련조류:  Anabaena, 

Aphanizomenon, 
Planktothrix

실린드로스페르몹신cylindrospermopsin
독소유형 : 간장독
노출시 증상 :  구토, 설사, 간종양, 사망
관련조류:  Aphanizomenon, 

Cylindrospermopsis, 
Planktothrix

색시톡신saxitoxin
독소유형 : 신경독
노출시 증상 :  감각둔화, 숨가쁨, 

마비, 언어산란, 사망
관련조류:  Anabaena, 

Cylindrospermopsis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독소유형 : 간장독
노출시 증상 :  발진, 구토, 

설사, 두통, 
흉부통증, 
고열, 간종양, 
사망

관련조류:  Anabaena, 
Microcystis, 
Nostoc, 
Planktothrix

독성 척도
사람에게 독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체중 1kg당 일 섭취량에 기반함

조류가 내는 독소와 특징

조류의 독소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비교적 약한 아나톡신도 DDT보다는 독성이 강하며 마이크로시스틴은 다이옥신

에 필적할 정도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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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녹조현상을 비롯한 부영양화가 언제 발생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조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기원전 

1500여 년 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영양화 중 

물빛이 붉게 변하는 적조현상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터라 여러 

역사서와 종교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라는 성서에도 출애굽기 7장 20절에 ‘강물이 모두 붉게 변해 고기가 죽고 

물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인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구절이 적조현상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측하

고 있다. 

일각에서는 30억 년 전에도 녹조현상을 비롯한 부영양화가 발생했다

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 근거가 선캄브리아대의 대표적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

부영양화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간에 의한 오폐수 유입이나 이상기온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어

나며 지나치게 높아진 생물 밀도를 조절하는 생태계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사진은 아프리

카 서부 벵겔라 해류(Benguela current)가 용승하는 곳에서 나타난 적조현상의 항공사진.

©European Spa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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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화석은 시아노박테리아를 포함하여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군집으

로 발견된 암석으로, 이 화석에 남은 시아노박테리아는 현존하는 남조류와 

유사한 종류로 추정된다.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라면 조류가 ‘과연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가?’라

는 의문이 생긴다. 조류는 수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먹이사슬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조류가 없다면 생태계가 존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을 제거하려고만 한다면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류의 숫자를 조절하

는 방향으로 녹조 처리 및 예방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녹조의 원인으로 본 예방 방법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녹조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을 분석하여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차단하는 방법일 것

이다. 녹조의 원인을 바탕으로 예방 방법을 살펴보자. 

영양염류의 유입

조류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영양물질 

중에서도 인phosphorus은 녹조현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은 질소, 

칼륨과 함께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요소로서 비료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한 식품과 유기성 폐기물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인이 다른 

영양소보다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미국의 생태학자인 데이

비스 쉰들러David William Schindler의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쉰들러는 캐나다 온

타리오 주 케노라Kenora 근방의 호수에서 한쪽에는 인을 공급하고 다른 쪽

에는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영양화와 인의 관계를 실험했다. 쉰들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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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1974년,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되어 부영양화 연구를 크게 진전

시켰다. 

인은 녹조가 발생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므로 인의 유입을 조절하면 녹

조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쉰들러의 연구 이후 인을 제거하는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을 수거

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태양광 및 수온

태양광과 온도는 인 이상으로 녹조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조류들이 광합성으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일조량이 많을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조류의 광합성이 활발해져 녹조

부영양화의 메커니즘

조류의 이상 증식은 용존산소량을 급격히 줄여 해당 수역을 ‘죽은 생태계’로 만든다.

영양물질 축적
유기물을 함유한 오폐수나 빗물에 
씻겨나온 육지의 영양물질이 강으로 유입1

조류가 번성하여 용존산소량 감소
수면의 조류가 지나치게 번성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하여 수생식물들의 광합성을 방해하는 한편, 물이 대기와 
접촉하는 면을 줄여 물속의 산소량(용존산소량) 감소

3

수생식물 증식
수초, 조류 등을 포함한 수생식물들이 
강으로 흘러든 영양물질을 흡수하여 증식2 사체 분해로 산소 고갈

죽은 동식물의 사체를 박테리아 등이 활발히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량은 더 급격히 감소4

생태계 파괴
부영양화가 심할 경우 물속에서 생물이 
살지 못할 정도로 용존산소량이 감소하여 
수생생물들이 모두 사멸

5

태양광

조류 층

영양물질

분해자

시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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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중 태양광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녹조현상이 넓은 

공간에 걸쳐 일어나다 보니 해당 수

역을 태양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일부 연구자들이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수역에 대형 햇빛 차단막

을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회

절하여 퍼지는 빛의 특성상 완벽하게 

태양광을 차단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이에 비해 수온은 비교적 수월하

게 조절할 수 있다. 수면으로 전달된 

열은 심층부까지 전달되지 않으므로 

깊은 곳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도 조류가 번식하는 수면층의 온도를 

낮추어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물이 깊을수록 효과가 크다. 일부 기업에

서는 이미 심층부의 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장치를 개발하여 녹조를 예

방하는 목적으로 시판 중이다.  

물이 얕을 경우에는 밑바닥의 수온도 그리 낮지는 않으므로 다른 방법

을 사용하여 수면의 온도를 낮춘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증발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수면의 물을 대기 중으로 분무하면 증발을 유도함으로써 

물방울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냉각된 물방울이 다시 수면으로 내

려와서 수역 전체의 온도를 낮추어 주는 방식이다. 

물 흐름의 정체현상

쉰들러의 1974년 논문에 수록된 사진. 가운데의 노란 

장벽을 중심으로 양쪽에 동일한 영양물질을 공급하

되 아래쪽에는 과량의 인을 추가했다. 아래쪽 수역에 

녹조현상이 일어나 선명한 녹색으로 물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 W. Schindler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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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흐름이 정체될 경우에도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입된 영양염

류가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의 흐름이 적으면 수면 

온도도 빠르게 올라가서 조류의 증식을 가속화한다. 일부 학자들이 우리나

라의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녹조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

로 물의 흐름이다. 여러 개의 보를 세우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막아 하

천을 고인 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수질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개선

되거나 최소한 이전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더 많은 표

본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수자원을 지키는 녹조 예방 기술

조류의 과다증식으로 인한 문제는 예전에 비해 그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발

생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류가 대

규모로 증식되어 문제를 일으킨 지역은 1980년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태양광 물순환 장치. 가운데의 노란 부분에서 물을 빨아올려 세 방향으로 뻗어나온 팔에서 뿌

려준다. 태양전지에서 동력을 얻어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신영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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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녹조를 제거하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황토 살포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6년부터 녹조가 일어날 경우 황토를 살포해오고 있다. 이 방법

은 황토를 채운 콜로이드 입자의 흡착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황토 입자가 작고 조류 개체의 밀도가 높을수록 제거 효율이 높아

진다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친환경적

인 황토를 개발하여 4대강 주요 녹조 발생 지역에 살포하고 있다. 

플라스마를 녹조 제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전기분해로 물분자를 

초미립자의 형태로 분해시켜서 이때 생성된 히드록시기-OH를 이용하는 방

법이다. 히드록시기는 조류의 세포막에 있는 수소기H와 반응하여 물H2O로 

전환되는데, 이때 조류의 세포막이 파괴된다. 플라스마 융합 수중방전 설

비를 이용하면 조류뿐 아니라 난분해성 오염물질까지 전기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정수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들도 조류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알

동중국해 지역의 연도별 조류 과다증식 빈도와 발생 면적

출처: UNEP-GIWA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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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늄 계열이 주로 이용되는데, 부유물들과 함께 수산화알루미늄Al(OH)3
 침

전을 형성하여 가라앉기 때문이다. 또한 알루미늄은 수중의 인산염과 결

합하여 인산알루미늄AlPO4
을 형성함으로써 수중 인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

다. 그러나 생태독성 연구나 조류의 변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규명되지 

않아 정수장의 제한된 환경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물질은 가압부상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는 

고압의 물과 약품을 퇴적물이 쌓인 바닥에 분사하여 오염물질을 결정화시

켜 솟아오르게 한 후 미세한 기포와 함께 부상하여 수면에 모인 오염물질을 

흡입처리장치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가압부상방식은 인과 질소도 제거할 

제트믹서

제트필터

응집제 탱크 응집제 펌프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가압부상방식의 개요

약품 처리한 오염물질을 미세한 기포와 함께 수면으로 끌어올려 제거한다. 



304 KIST 과학기술 전망 2014

수 있어 부영양화를 막는 데 효과가 좋지만 이에 필요한 미세기포 발생장치

가 매우 비싼 데다 기포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처리 효율이 급

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방법도 개발됐다. 초음파처리

는 1974년 일본 수상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 

방법은 강력한 초음파를 조류에 조사하여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기술이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 발생한 조류까지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았으나 수중에서는 음파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생태계 먹이사슬을 이용한 친환경 

기술이다. 이 방법은 녹조를 제거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장 친

환경적인 방법으로 정확히는 녹조 제거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므로 장기적

인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이라 하겠다.

이 방법은 녹조가 과다하게 번식한 부영양화 수역에서 천적생물을 인

위적으로 증가시켜 조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지역마다, 시

기마다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므로 장기간의 사전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일

정한 효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초음파 녹조제거장치. 음파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괴한다. 늘 수면에서 작동해야 하기에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장시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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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현상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요인이 얽혀 일어나는 자연현

상인 만큼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면 향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현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

다. 녹조예방은 국민보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류예보제 발령기준을 

개선하여 녹조 대발생에 의한 국민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천적생물배양장치 개요

조류의 천적생물을 인위적으로 배양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방법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류 증식을 조절할 

수 있다.

녹조 발생 원인 생물(식물플랑크톤)

천적생물(녹조포식성 동물플랑크톤)

녹조 발생 수 유입
천적생물 방류

천적생물이 녹조 포식, 제거

원수분리조
분리막에 의해 동·식물 플랑크톤 분리

식물플랑크톤 
배양조
녹조생물 배양
천적생물의 먹이원

천적생물 
배양조
녹조 포식성 
동물플랑크톤 
배양

분리막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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