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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융합 에세이

환경문제, 환경기술 그리고 융합

탐침봉 내부의 자왜선(wire)에 자장이 형성되며

탐침봉의 위치와 수위변동을 연계하는 계산식,

이 자장과 마그네틱 플로트에서 발생하는 자장이

신호들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 사무실에 있는

조규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양환경기술센터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틀림 현상(distortion)이

중앙제어장치로 전송하는 통신기술, 그리고 각각의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틀림 현상은 장치에 진동을

부품을 제작 및 가공하는 기술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일으키게 되며 이 진동은 초음속으로 자왜선을 따라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은 각각 고유한 영역에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하여 기존과는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스티브잡스의 아이폰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아이폰은 전자통신기기와
음악 플레이어가 통합된 혁신적인 제품인데, 이러한 혁신의 동력으로 창의력과 기술융합을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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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된다. 이 초음파가 변환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환경문제도

측정하면 비틀림 현상이 발생한 지점을 파악할 수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있고 발생위치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 및 분석

환경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하여 탱크에서의 유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2

토양지하수 오염,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에는 위의 측정원리를 실제로 제품으로 구현하여

괴롭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 등 우리

있다. 전달된 신호를 저장·해석하고 사무실에서

외부에서의 요인에 의한 환경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구제역 대응방안으로 조성된 가축 매몰지로

세기 중엽부터 과학, 기술, 인문사회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학도인 필자는 당시에는

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기술개발이 대처 방안이었으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및 응용을 통한 새로운 과학 분야가

아울러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제품에는 전자기학, 물질의 파동전달이론,

것을 이해하고 있다.

물리적 파동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는 기술,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융합과학이라고 칭하고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여전하며 조류독감(AI)
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는 지금도 조성되고 있다.

있다. 융합(Convergence)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과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자는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지식과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인류가

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각 학문 영역의 지식과 기술이

자왜파
(초음파) 발생

총동원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강조되고
필자가 공부했던 환경 대학원은 도시계획, 환경,

있는 융합연구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필수적인

교통, 조경 등 다양한 전공이 공존하던 공간이었다.

분야이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에 토양 지하수 R&D

융합연구를 생각하면 환경경제학을 담당하셨던

프로그램에서 개발에 성공한 모니터링 기술이 있다.

Float의 영구자석 자기장

자왜 재료
(Wire)

교수님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지금도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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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다. 그 교수님께서는 항상 강의 첫 시간에

그림1과 그림2에 제시된 기술은 주유소 등의 유류

여기에 정말 심각한 환경문제가 있다면 어떤

저장탱크로부터의 기름 누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방법으로 대응할지 물었다. 답변은 각 개인의 전공에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그림1에서 살펴보면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처벌

측정 장치는 탐침봉(Probe)과 유체(물, 유류 등)

규정의 강화를 주장했고, 경제학 전공자는 벌금인상

표면에 떠서 수위변동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또는 규정준수에 대한 포상을 제시하였다. 공학자는

마그네틱 플로트(영구자석)로 구성되며, 탐침봉

오염방지기술 개발 및 설치 의무화를, 윤리학 또는

내부에는 전기가 공급되면 자장을 형성하는 자왜선

철학 전공자는 환경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Wire)이 설치되어 있다. 탐침봉에 전류가 공급되면

전기 Pusle
(자기장 발생)
전기 Pusle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

Float(액체 위를
떠다니는 자석)

자왜파 측정
(초음파 수신)

그림1 상시누출측정기기 측정 원리 1)

Convergence Research Poli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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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만약 인간이 인공적으로 나뭇잎, 더 나아가 이러한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만들 수 있다면 태양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지구에 풍부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료 및 화학제품을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상상이 현실화된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이니 석탄, 석유의 고갈이니 하는 골치 아플 필요도 없을 것이다.

FLOAT

PROBE
원격관리PC

그림2 상시누출측정기기 장치구성도 2)

IST 캠퍼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전환해서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연못, 그 주위를 둘러보면 푸른색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는

잎사귀들로 뒤덮인 여러 그루의 나무들을

‘태양전지’라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태양빛을

볼 수 있다.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쏟아지는 햇빛이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실리콘

나뭇잎들에 반사되어 반짝반짝거리는 광경도 쉽게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몇몇의 태양전지 모듈은

K

이러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볼 수 있다. 자연에서는 이러한 나뭇잎들이 태양광을

심심찮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일반화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각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흡수하여 광합성 작용이라는 기작을 통해 물과

되어 있다. 이런 태양전지 기술에서 더 나아가

분야가 병렬적으로 연결되든지, 완전히 통합되어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과학기술의

이산화탄소로부터 탄화수소를 만들어내고, 또 이를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든지 융합의 형태는 중요하지

창조적 융합을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해서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고 생명을 유지하고

않다. 특히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은

논의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 융합과학의

있다. 만약 인간이 인공적으로 나뭇잎, 더 나아가

현재도 다양한 환경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활용 논의에서 환경 분야의 적용은 아직 관심이

이러한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만들 수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생물과 무생물이

있다면 태양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지구에 풍부한

상호작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문제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료

최근 세계 각국은 융합과학을 새로운 조류로 인정하고

어느 하나의 기술영역만으로는 해결방안을 찾기

및 화학제품을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지 않을까?

융합과학의 개념을 정립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어렵다. 환경기술은 그 어느 분야보다 융합연구가

또한 이러한 상상이 현실화 된다면 요즈음 이슈가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미국은 NBIC(Nano

필요하며 앞으로 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이니 석탄, 석유의

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Science,

진정한 융합연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갈이니 하는 문제들로 골치 아플 필요도 없을
것이다.

Cognitive Science) 틀을 제시하였고, 2004년
유럽공동체는 CTEKS(Converging Technologies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크기는 실로

for European Knowledge Society)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융합과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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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환경부 보도자료(2012.12.19)

막대하기 때문에(약 120,000 TW) 이 중 일부를

그림1 Solar-fuel 개념 모식도 1)

Convergence Research Polic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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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빛으로부터 전환된 전기에너지를 앞서 언급한

그림1에서 보듯이 Solar-fuel 기술은 인위적으로

톤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한 인공나무공장

나뭇잎의 광합성 작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화학연료/

태양빛을 흡수하여 이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

국내에서만 약 7백만

개념은 아직 전 세계적

화합물로 저장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최근 들어

시키고 이때 만들어진 전자와 수소 이온이 환원

톤 정도가 소비되고

으로 구현되거나 제안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분야를 태양광-

반응을 통해 수소 분자를 생성하거나 물에 용해되어

있듯이 매우 활용도가

바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

연료(Solar-fuel) 또는 인공광합성(Artificial

있는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메탄올, 개미산,

높은 화합물이라고 할 수

photosynthesis) 이라고 한다.

합성가스, 메탄 등의 탄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있다. 또한 가격은 현재

또는 이와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의미한다. 즉 태양

톤 당 약 1백 4십만원에

전지 기술, 물분해 기술, 이산화탄소 환원 기술,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분리막 기술 등의 융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전지 기술에서 더 나아가 태양빛으로부터
전환된 전기에너지를 나뭇잎의 광합성 작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화학연료/화합물로
저장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태양광-연료 또는
인공광합성이라고 한다.

광전기화학적으로

fuel 생성물들만 가지고는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생산될 수

필요한 연료나 화학제품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있는 메탄과 비교해 볼 때

C2 화합물
OH

HO
HO

O

OH

OH
Ethenetriol

OH

HO

OH

O

HO
Ethanediol

Carbonyl
O

OH
Ethenol

collecting

HO
Ethanediol

있다. 특히 태양전지의

OH

Aldehyde
H
O
H
Formaldehyd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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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Ethylene

OH
HO

O

OH

Propenediol

HO
Propenediol

OH
Allyl Alcohol

O

Propanal

product

효율에 육박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광전환 효율을

5배 이상 부가가치가 높은

위해서는 또 다시 여러 단계의 고에너지 기반 화학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간단한 Solar-fuel

또한 에틸렌은 쉽게 고분자화 반응을 통해 세계에서

접목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발생이 가능한 탠덤 구조

생성물들을 기반으로 연속적인 전기화학 반응을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물질인 폴리에틸렌을

태양전지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진행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복잡하면서 부가가치가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olar-fuel

높은 화합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일례로 Solar-

될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경우에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초보적인 촉매

그림3 인공나무공장 개념 모식도

O

Propenol

Propanone

높이고 물분해 등과 같은
Solar-fuel 생산 기술에

개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 몇 가지 Break-

촉매전극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고부가가치 화합물들을 전혀 화석연료의 도움없이

through 기술들이 보고되고 있어 머지않아 고효율의

진행시키면 비교적 높은 효율로 에탄올, 아세테이트,

상온에서 광전기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Solar-fuel 디바이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프로판올 등의 C2 또는 C3 화합물들이 생산된다는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림3에 도식적으로

이러한 요소 기술 개발과 함께 인공나무공장 시스템

이 뿐만

나타낸 인공나무공장 (Solar-tree factory)이다.

기술개발이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니라 우리가 촉매만 잘 설계한다면 Solar-fuel

이 시스템에서는 개미산, 메탄, 일산화탄소,

미래의 에너지 및 화학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생성물들 간의 반응을 통해서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메탄올 등과 같은 간단한 C1 화합물들은 태양광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고부가가치 화합물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용해 광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생산되고, 이들의

3)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반응은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진

OH

OH
Propenediol

Allyl Alcohol

4)

Propanediol

OH

OH

이미 성능이 이론적 최고

OH

Propanone
hydroxy

OH

그림2 인공나무공장으로부터 생산 가능한 고부가가치 화합물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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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ldehyde

C3 화합물

OH

Methanediol
OH
C

H

경우 일부 단일셀은

extract

않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료 및 화학제품을 만들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다.

O
H

Ethanol

Hydroxyl

OH

OH
Ethanetriol

O
Acetaldehyde

OH
Ethanediol

OH
Ethanediol

HO

OH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OH

OH
Ethenedio

OH
Ethanetriol

Ethanediol

OH

OH

HO

OH

HO

O
Acetic acid

OH

OH
Ethanetriol

OH

O
C

HO

HO

Ethanetetrol

Carboxyl

H

HO

기술들은 이미 많은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이는 이산화탄소로부터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Solar-

이다. 하지만 일부 요소
CH4

Sola
Cell r

fuel 생성물 중 하나인 CO 기체를 물에 녹인 후 Cu
C1 화합물

H2

CO

OH
Propanol

O

그림2는 일차적인 Solar-fuel 생성물들과 이들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추가적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진행함으로써 간단하게 촉매 전극의 조절을 통해

이차 생성물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특정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생산해 낼

종류의 고부가가치 화합물들의 생산이 가능하며,

수 있다.

Propanal

일례로 에틸렌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약 1억 4천만

1) www.google.co.kr
2),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3) Christina et al.Nature 508, 139 2014

Convergence Research Policy Center

07

Nano Technology

Bio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gnitive Science

Part 2 │융합연구 기술동향

수질 고도화를 위한
수계 신종유해물질의 거동특성 평가

1a

Origins and Fate of PPCPs in the Environment

Sources of PPCPs

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COLD
COUGH

- OTC
- Prescriptions
- Internet pharmacies
- Black market
- Nutraceuticals

이승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

1b

2

1c

3a
Healthcare

ial

Resident

최근 인류 생활방식의 변화와 분석기술의 고도화로 기존 수질평가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오염
물질이 주목을 받고 있다.

Mu

nic

Septic

Le

Le

ac

ipa

ha

ak

te

wa

ge

e

ent
Sewage Treatm ility
Fac

Aq

uife

r

Legend

19

90년대 중반 U.S. EPA의 Office of

다수의 연구사례에서 보고되고 있다. 1990년대

Water(수질 물관리국)에서 환경적

영국에서는 일부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배출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에스트로겐 물질로 인해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이른바 신종유해물질

성(sex)이 중성화(intersex)되고 번식능력이

(CECs, Contaminants of Emerging Concern)을

저하된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미국지질

발표하면서 이러한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조사국(USGS) 조사에서는 미국 내 하천수에서

고조되었다. 미량오염물질이란 ng/L에서 μg/L

콜레스테롤, caffeine 등 의약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또는 이보다 더 낮은 농도로 수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과

오염물질들을 일컫는데, 검출 및 분석방법이

같이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물질의 검출 빈도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환경연구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진국에서도 200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환경 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1

2

3

4

5

분석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2007)’에 따르면 전국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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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Excretion exacerbated by disease and slow-dissolving
medications
• Disposal of unused/outdated medication to sewage systems
• Underground leakage from sewage system infrastructure
• Disposal of euthanized/medicated animal carcasses serving as food for scavengers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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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ease to private septic/leach fields (3a)
• Treated effluent from domestic sewage treatment plants discharged to surface waters, re-injected
into aquifers (recharge), recycled/reused (irrigation or domestic uses) (3b)
• Overflow of untreated sewage from storm events and system failures directly to surface waters (3b)
• Transfer of sewage solids ("biosolids") to land (e.g., soil amendment/fertilization)
• "Straight-piping" from homes (untreated sewage discharged directly to surface waters)
• Release from agriculture: spray drift from tree crops (e.g., antibiotics)
• Dung from medicated domestic animals (e.g., feed) - CAFOs (confined animal feeding operations)
• Direct release to open waters via washing/bathing/swimming
• Discharge of regulated/controlled industrial manufacturing waste streams
• Disposal/release from clandestine drug labs and illicit drug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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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Exposure Research Laboratory
Environmental Science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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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Release to open waters from aquaculture (medicated feed and resulting excreta)
• Future potential for release from molecular pharming (production of therapeutics in crops)

9

• Release of drugs that serve double duty as pest control agents:
examples: 4-aminopyridine, experimental multiple sclerosis drug
used as avicide;
warfarin, anticoagulant
rat poison; azacholesterol, antilipidemics
avian/rodent reproductive inhibitors; certain antibiotics
used for orchard pathogens; acetaminophen,
analgesic
brown tree snake control; caffeine, stimulant
coqui frog control

10

Ultimate environmental transport/fate:
• most PPCPs eventually transported from terrestrial domain to aqueous domain
• phototransformation (both direct and indirect reactions via UV light)
• physicochemical alteration, degradation, and ultimate mineralization
• volatilization (mainly certain anesthetics, fragrances)
• some uptake by plants
• respirable particulates containing sorbed drugs (e.g., medicated-feed dusts)

March 2006
(original February 2001)

http://epa.gov/nerlesd1/chemistry/pharma/images/drawing.pdf
from: http://epa.gov/nerlesd1/chemistry/pharma/

그림1 신종유해물질의 발생 및 환경계 거동 1)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천수, 하수/
신종유해물질은 의약 및

축산폐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에 항생물질을

되면 독성이 훨씬 높은 소독 부산물인 NDMA(N-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아직까지 신종유해

개인위생용품 관련물질(PPCPs,

포함한 여러 의약물질이 잔류하는 것으로

nitrosodimethylamine)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에 대한 명확한 수질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Pharmaceutical and Personal

보고되었다.

바 있다. 즉, 신종유해물질의 효과적인 처리를

실정이나 깨끗한 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위해서는 특정 수처리 기법 이후 반응부산물의 종류

따라 가까운 미래에 이에 대한 수질기준이 마련될

Care Products), 내분비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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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질(EDCs, Endocrine

신종유해물질 관리에 있어 특히 관심을 가져야

및 독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Disruption Compounds),

할 부분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수처리 과정에서

연구는 신종유해물질의 거동특성평가라는 분야로

신종유해물질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나노물질(nanomaterials)

하폐수에 존재하던 유해물질이 더욱 유해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신종유해물질의 독성평가 및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종유해물질 처리기법을

등을 포함하며, 이 물질들의

형태의 물질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일례로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바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매체로의 유입, 특히

소화궤양치료제로 사용되는 ranitidine이 하폐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유해물질의 자연 환경계

수계로의 유입에 관한 증거는

내 존재할 경우 염소에 의한 소독과정을 거치게

또는 수처리 공정 내에서의 거동특성평가에 대한

1) https://www.epa.gov/ppcp/pdf/drawi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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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소재 융합 해양 오염 방제 기술

통해 발전되고 있다.

문명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계산과학연구단

방제 방법에는 3가지 단계별 대응 방법으로 분류

최근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오염된 물질을

된다.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는 초기 대응

제거하는 분리 소재가 주목받고 있으며, 분리소재

방법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출구 봉쇄, 오일

기능의 고성능화와 응용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펜스 등을 설치한다. 오일 펜스 등을 이용해 기름의

사용 분야가 다양화되어 수요 또한 증가 추세이다.

확산을 어느 정도 제어한 후 기계적으로 기름을

분리소재의 용도를 보면 분리목적에 따라 대상

회수하는 방법인 유회수기나 유흡착재 등을 활용

유체가 기체인 건식여과와 대상유체가 액체인

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출된 기름의 양이

습식여과로 구분되며 분리기능에 따라 기체/액체,

매우 많은 등 회수가 여의치 않을 때 화학적 방법인

액체/액체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분리소재

유처리제를 활용한 분산이나 유출된 기름의 현장

중에서 최대의 시장규모를 가지는 것은 자동차 등의

소각(그림1 가운데 이미지) 및 자연정화 등의 방법이

수송분야이며 각종 산업용 액체 필터, 집진 필터,

있다.

에어 필터, 마스크 등의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석유 자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생산량과 운송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기름 유출 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조선이나 수출입
화물선, 혹은 어선 등의 선박에서 뿐 아니라 기름과 관련 있는 정유회사와 같은 해양시설 등에서도 유류 혹은
화학약품 등에 의한 해양 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

외의 경우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평방 km, 경제적 피해는 당시 기준 7341억원에

사고로 알려져 있는 딥워터 호라이즌

달하고 있다.2) (그림1 오른쪽 이미지) 또한 올해에도

기름 유출 사고가 대표적이다. 2010년

여수와 부산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기름이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석유시추 시설이

유출되어 방제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폭발하고, 이후 5개월 동안 대량의 원유가 유출된

이러한 기름 유출 사고는 발생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이다. 원유 유출로 인한 기름띠는 적어도 6,500

전 세계의 경제적인 소실 및 해양 생태계 파괴를

평방km 넓이의 바다를 뒤덮었고, 2010년 5월 말

야기한다. 구체적으로 유류 오염은 사고 후 수년이

기준 한반도 면적을 넘어섰다.1) (그림1 왼쪽 이미지)

경과한 후에도 해안 및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1995년 여수에서 ‘시프린스호

미쳐 해양 동식물의 폐사, 부영양화, 적조 등을

사건’으로 5천톤이 넘는 원유가 유출되어 피해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름 유출에 대한 피해를

면적은 200 평방km, 경제적 피해는 당시 기준 761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및 장비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억원에 달하였으며,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환경관련 분야의 기술 뿐

1만 5800 kL의 원유가 유출되어 피해 면적은 167

아니라 물리, 화학, 나노과학과 같은 융합적 접근을

그림1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1) (미국 멕시코만, 2010, 왼쪽, 가운데 이미지)와 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2)(태안반도, 2007, 오른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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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분리용 나노 여과막 기술의 발달

바다나 강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 실시되는

추세이다. 또한 청정환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특히 오일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소재의 특성 발현을 위한

방법으로는 동력 유수분리장치를 이용하는

최적 제조 공정 개발과 표면처리기술에 의한

방법과 무동력 유수분리소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기능성이 부여된 분리소재 제조 기술에 대한 심도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에 동력 유수분리장치는

있는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오일스키머(Oil-skimmer) 등과 같이 동력을

최근 연구되고 있는 유수 분리용 여과막 기술은 물과

이용하여 기름을 대규모로 제거하는 장치이다.

기름이 섞여 있는 혼합액에서 (i)기름만을 우선적으로

반면 무동력 유수분리장치로는 오일펜스, 흡착제

제거하는 기름 제거(Oil-removing) 방식과 (ⅱ)물을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일펜스는 바람의 영향을

제거하는 물 제거(Water-removing) 방식, 그리고

많이 받고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 유흡착제는

(ⅲ)물 혹은 기름을 선택적으로 제거 분리해 낼 수

바다에 흡착제를 배포 후 기름이 흡착되면 회수하는

있는 스위칭(Switchabl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방식이나 배포 및 회수에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각각의 방식은 고체 표면의 젖음성(Wettability)을

기름의 재활용이 어렵고 기름이 흡수된 흡착제의

조절함으로써 물/기름의 혼합액에서 선택적으로 물

폐기 또한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그림1 오른쪽

또는 기름만을 여과시켜 분리하게 된다. 젖음성은

이미지) 유흡착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흡착율을

고체 표면의 고유 특성으로서 유수 분리의 선택성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효율을 높이는 중요 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젖음성은

있으며, 특히 본 기고에서는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여과막 표면의 나노 혹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거칠기

있는 유수 분리용 여과막 기술의 발전을 위해 표면

(Roughness)를 조절하거나 고체 표면에 코팅이나

과학 및 나노 과학의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면처리를 통하여 표면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살펴보도록 한다.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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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름 제거 방식

2) 물 제거 방식

중에서는 초친수성 및 초친유성을 가지나, 물

기름 제거(oil-removing) 방식은 물/기름

물 제거 방식은 그림5와 같이 물/기름 혼합액에서

속에서는 초소유성을 가지는 여과막을 개발하여

혼합액에서 물은 배척하고 기름만을 여과시켜서

물만을 여과시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것으로

기름/물/고체-3상 시스템(oil/water/solid 3-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그림3, 4와 같이

기름제거 방식에 비하여 유수 분리용 여과막으로

phase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물의 선택적인

공기 중 물에 대해서는 초발수성 혹은 초소수성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름

투과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상기 여과막은 주로

80 ms

(Superhydrophobicity)을 갖는 반면에 기름에

제거 방식이 기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사용이

금속, 섬유 등의 기재상에 초친수성을 발현할 수

160 ms

대해서는 초친유성(Superoleophilicity)을 갖고

반복됨에 따라 기름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있는 물질을 코팅하거나 코팅된 물질의 나노 혹은

240 ms

있다. 따라서 물/기름 혼합액에서 기름제거 방식의

것과는 달리 물이 여과막에 먼저 접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크기의 거칠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흡착포를 통해서 기름만 선택적으로 빨아들여

기름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매우 적고 분리된 기름의

제조되며, 대부분 습식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기름오염원을 제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흡착포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물제거 방식은

금속 표면에 표면거칠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기공의 면적에 비례하여 기름 흡착양이

중력에 의해 물을 먼저 배출할 수 있다.

산성 용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 유해 환경에

증가하기 때문에 나노스케일의 기공 설계가 중요한

반면에 이러한 성질의 발현을 위해서는 공기 중

노출될 우려가 있고, 대면적화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 분야이다.(그림3) 하지만 본 방법은 유수분리 시

물에 대해서는 초친수성(Super-hydrophility) 및

기름이 물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초소유성(Superoleophobicity)을 가지는 소재나

다른 방식으로는 공기 중에서 초친수성 및 초소

대부분의 오염원으로 인식되는 기름의 비중이

표면이 구현되어야 하나 오일의 표면 에너지(20-30

유성을 모두 갖는 물질을 합성하는 방식으로서

물보다 작아서 본 여과막을 활용하여 물에서 기름을

mN/m)에 비해 물의 표면 에너지(~72 mN/m)가

표면 에너지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름제거 방식은

크기 때문에 상기 두 가지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화학적 조성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물의 선택적인

여과막 표면이 기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사용이

물질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투과율을 높인다. 상기 여과막은 금속, 섬유 등의

반복됨에 따라 기름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물

표면에 초친수성 및 초소유성 모두를 발현할

알려져 있다.(그림 4)

제거 방식의 연구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기

수 있는 폴리머를 스핀 코팅과 같은 습식 방법에
의해 코팅함으로써 제조된다. 다만 현재 개발된

a)

폴리머 종류가 한정적이며 반드시 습식 방법에

a)

b)

Water

diesel oil
0 ms

Oil-and-water

The coating
mesh film

Water

Purilied oil

c)

d)

e)

그림4 초발수 / 초진유 표면을 이용한 기름 제거형 필터 기술 및 유수 분리용 필터의 응용 예 3)

Oil/water
mixture
Oil

Water

그림5 Water-removing type의 유수 분리용 여과막 3)

의하여야 하고 제조 방법이 복잡하여 상용화에
Superhydrophobicity

Superoleophilicity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b)

El et ric al

Oil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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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

d)

pH

그림2 물과 기름을 분리하기 위한 표면 특성 구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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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다공성 소재를 이용한 유수분리 필터용 스펀지 구조체 3)

가지는 활성탄소와 같은 탄소계 물질, 기름을 흡수하는
3) 스위칭 방식

레진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철계 나노입자

고체 표면의 젖음성을 변화시키면서 기름제거 방식과

(Fe based nanoparticle)와 비표면적이 높은 탄소계

물제거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스위칭 방식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오염원을 흡수하여 분리하고

(Switchable type)은 자기력, pH, 전압, 광 등의 환경

분리 후에도 자력에 의해서 쉽게 나노입자를 회수할

인자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스위칭 방식 중 자기력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4) 또한 그림 6과 같이 pH에

이용한 방식은 1990년대부터 연구되고 있다. 자력

의해서 반응하여 친수성과 소수성을 나타내는 표면

(Magnetic) 물질인 철계(Iron 혹은 Ion oxide) 물질을

에너지가 변화하는 고분자를 이용한 여과막을 통한

소수성과 친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비표면적을

스위칭 방식의 유수 분리 필터가 제안되고 있다. p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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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엔진 자동차기술의 핵심인 연료필터에

마찰발광 Triboluminescence 을 이용한
엑스레이 광원

사용되어 배출가스 등의 규제를 만족하면서

김인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재료연구센터

고도로 정화하거나 정수분야에 순수를

b)

Water pH 6.5

제조하는데 활용되는 핵심기술 분야로

Water pH 2

산업전반에 파급될 수 있으며, 친환경
Oil

Oil

0s

엔진의 내구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120 ms

c)

d)

수도 있는 등 응용 및 활용 분야가 매우

e)

다양하여 기술적 파급 효과가 높다고 볼

Water

Oil

수 있다.

엑스선은 1세기 이전에 개발된 이래 의료검진을 위한 이미징뿐만 아니라 운송용 화물 내에서 위험물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휴대용 위험물, 독성물질 감지기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유수분리 등을 위한 여과막의
Oil

Water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의 전문
지식에 더해서 나노 과학이나 표면과학과의
융합 연구가 필수적이다. 나노 크기의 표면

하나로, 토양 상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재조명 되고 있는 기술이다.

표면의 젖음성을 비롯한 기능성을 제어
하는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속원소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

마찰분광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지

6.5의 중성인 경우 물에 대해서는 친수성을 나타내기

나노 과학의 결과물들을 환경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중의 하나가 물질에 고강도의 엑스선을 조사한 후

않아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되고 있다. 점착테이프에

때문에 물만을 제거할 수 있지만 pH가 2 정도의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는 특성(형광) 엑스선을 감지하는 방법인

의한 엑스선 발생은 전하 이동에 의해 발생한 강한

강산성 환경에서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표면으로

상업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XRF(X-Ray Fluorescence)이다. XRF는 광원으로

전기장으로 인한 전자 또는 이온의 가속에 의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

여전히 제조 방식 및 사용 방법이 친환경적이고,

엑스선을이용하는데,엑스선을발생시키는일반적인

이해되고 있다. 감겨져 있는 점착테이프를 적당한

이밖에도 스위칭 방식의 유수 분리 여과막을

분리된 기름의 재활용 및 생산의 대면적화가 가능하며

방법이 고진공의 튜브 내에서 수십에서 수백 kV의

진공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풀게 되면 그림1에서

구현하기 위해 표면의 젖음성을 바꿀 수 있는 자극은

분리 시 효율이 높은 유수 분리 여과막 소재에 관한

강한 전압을 전극에 인가하여 전자를 반대쪽 금속

볼 수 있듯이 풀린 테이프와 감긴 테이프의 계면에서

전기자극이나 광자극, 열에 의한 자극 등이 있다.

요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

전극으로 가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고진공,

국부적으로 전하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고전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치가 크고, 무거우며,

전하이동으로 전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두 계면은

충격에 약해 휴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최근

부호가 다른 전하로 대전되게 되며 계면 사이에서

이러한 엑스선 발생 장치를 소량, 경량화하여 휴대용

수십 kV/cm 이상의 강한 전기장이 유도된다. 이렇게

XRF 기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형, 경량화,

유도된 강한 전기장으로 인해 테이프 표면에서 이온

저전력화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의

또는 전자가 방출되고 전기장을 따라 높은 에너지로

대안으로 마찰분광을 이용한 엑스선 발생 기술이

가속되어 주변의 기체나 테이프의 표면을 가격하여

최근 각광받고 있다. 마찰분광은 두 물체가 접촉하여

엑스선이 방출된다. 테이프 계면에서 일종의 소형

마찰을 일으킬 때 발광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엑스레이 음극선 튜브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견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마찰에 의해 방출되는 물질이 이온인지 전자인지

2008년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착테이프를

또한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전하가 방출되는지에

5)

3), 6)

기대효과
분리/여과막은 응용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현재 세계적으로
왕성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분야이다.
특히 유수 분리 기술은 국내외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름유출 사고 시에 기름의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회수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석유정제, 내연기관 등에 사용되어 원유나 연료를

Vol.14 융합4 CASTING

이용하여 엑스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고 이후에

토

거칠기와 표면 화학 특성을 제어함으로써

그림6 pH에 의해 반응하여 변화하는 젖음성을 가진 표면 4)

14

양 내 중금속 오염도에 관한 중요한 이슈 중

1) http://ko.wikipedia.org/wiki/
2) http://ko.wikipedia.org/wiki/
3) Z Xue et al.(2014), Special wettable materials for oil/water
separation, J. Mater. Chem. A, 2, 2445-2460
4) Luiz C.A. Oliveira et al.(2002), Activated carbon/iron
oxide magnetic composites for the adsorption of
contaminants in water, Carbon, 40, 2177-2183
5) L. Zhang et al.(2012), Smart surfaces with switchable
superoleophilicity and superoleophobicity in aqueous
media: toward controllable oil/water separation, NPG
Asia Mater, 4, e8
6) G. McHale et al.(2013), Voltage-induced spreading
and superspreading of liquids, Nature Communications,
4,1605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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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개발 및 응용에 많은 연구 기회가 있을 것으로

문헌에 따르면 실리콘-에폭시 시스템의

기대된다.

경우 매 사이클마다 대략 단위 면적(cm2)

최근 마찰발광을 이용한 초경량 엑스선 광원개발의

당 1010개의 전하가 발생하고 100,000개의

실용화에 근접한 연구결과를 UCLA 연구진이

엑스선 포톤이 생성된다. 엑스선 포톤의

보고하였다. 연구진은 10 mTorr 이하의 진공에서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챔버의

실리콘(Silicone)고무를 에폭시 표면과 1~20 Hz의

압력을 제어하는 방법, 접촉 주파수를

주파수로 접촉시켜 단일픽셀 엑스선 발생 장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그림2(a)와 같이 제작하여 보고하였다. 실린더

방법은 효율적인 재료계를 찾는 것이다.

형태의 실리콘이 코팅된 막대가 솔레노이드와 구동

지금까지 보고된 재료군 중 가장 효율적인

드라이버(마그넷 액츄에이터)에 의해 왕복운동을

마찰전기 재료계를 사용하는 경우 단위

하면서 에폭시 기판과 특정 주파수로 탈착을

면적당 1013개의 전하를 발생시킬 수 있을

대해서는 완벽히 이해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연구가

반복하도록 설계되었다. 에폭시 고무의 표면을 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폭시-실리콘

필요한 부분이다. 마찰분광을 보이는 재료군은

(Ag) 또는 몰리데늄(Mo)으로 코팅할 경우 각각

재료계의 엑스선 포톤 효율을 1000배 이상 향상

위한 마이크론 스케일의 피에조 액츄에이터 기술,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기물 뿐 아니라

은 또는 몰리브데늄의 특성 엑스선이 그림2(b)와

시킬 수 있다. 마찰발광 현상은 마이크론 스케일

마이크론 스케일의 다중 픽셀 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다양한 유기물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마찰분광과

같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 엑스선이 튜닝 가능함을

에서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액츄에이터의

공정 기술, 형광 엑스선의 해석을 위한 신호처리기술

재료물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

시연하였다.

소형화가 실현되면 mm 수준의 엑스선 발생장치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어야 구현될 수 있다.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엑스선 발생

동 기술이 실현될 경우 환경 모니터링 및 헬스케어

효율이 높은 재료계의 설계 및 탐색연구와 서브

등의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파급효과가 매우 큰

mm 스케일의 액츄에이터 제조 기술이 접목되면

유망한 분야로서 향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초경량, 소형, 저전력 엑스선 발생장치가 가능해

기대된다.

그림1 감겨져 있는 점착테이프를 탈착 시 발생하는 현상

1)

20x103
Mo Kα1 17.48keV

G

D

65˚, 7cm from source

A

Piezoelectric
actuator

그림3 UCLA 연구그룹이 개발한 피에조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에폭시-실리콘계 소형 엑스선 광원 3)

보인다. 그림3은 UCLA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2세대
Mo Kβ1 19.61keV

E

Transparent silicone
membrane(just visible)

향후에 휴대용 기기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15

10

에폭시-실리콘계의 엑스선 발생장치다.

Ag Kβ1 24.94keV

G

F

X-ray photons (500eV-1s-1)

Ag Kα1 22.16keV

Epoxy
surface

피에조 액츄에이터가 적용됨으로써 1세대보다
더욱 소형화가 가능해졌다.

5

현재 선도 연구그룹에서는 단일픽셀 엑스선 발생
C

0
0

10

20

30

40

50

60

energy (keV)

B

(a)

(b)

그림2 (a) UCLA 연구진이 개발한 에폭시-실리콘계 엑스선 발생장치. A: 에폭시 기판, B: 실린더 형태의 실리콘 고무, C: 솔레노이드,
D: 테플론 마운트, E: 수축, 확장을 위한 스프링, F: 테플론 블록, G: 엑스선 검출기
(b) 몰리브데늄과 은이 코팅된 에폭시-실리콘계의 엑스선 발광 스펙트럼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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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개발을 넘어서 고속 이미징이 가능한 다중 픽셀
엑스선 발생장치, 생산비용의 저감화를 위한 대면적
제조기술 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찰발광을 이용한 엑스선 발생장치 기술은 엑스선
발광효율의 고도화를 위한 재료기술, 기기 소형화를

1) http://skullsinthestars.com
2) Appl(2011), Phys. Lett. 98, 133501
3) Nature, 473, 45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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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영상 진단 연구의
국내외 정책 동향

또한 일부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네거티브 PIB

따라서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영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환자군의 원인을 판별하거나 정확한 치매진단과

또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표적 치료하기 위하여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해 타우 영상연구는 중요한

Monoclonal humanized antibody인 Bapine-

의미가 있다.

김영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의약연구단

uzumab(Pfizer), Solanezumab(Eli Lilly)가

알츠하이며병 치료에 관한 연구에서도 tau 표적

개발되었으나 임상 시험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치료가 중요시 되고 있다. 몇몇의 연구를 통해

못하여 2012년 중순에 모두 종료되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만 제거했을 때에 비해 아밀로이드

기존 아밀로이드 플라크 표적 바이오마커는 연구개발

플라크와 타우를 같이 제거했을 때 마우스 모델에서

단계를 넘어 상품화되어 쓰이는 물질이 많다.

인지 기능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현재 알츠하이머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며 시중의 치료법은 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에서 치매로 진행할 환자군을 예측하는 대리표지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Tau 표적 치료 연구(타우응집 용해제, 미세소관
◈ 타우 병리

(Microtubule) 안정제, Kinase inhibitor 등)가

대사를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뇌세포 간 시냅스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fMRI나 18F-FDG PET,

시도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결 병리를 영상화 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추적

11C-PIB PET 이외에 바이오마커 영상에 대한

바이오마커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이

관찰 한 단면 연구 메타 분석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개발이 필요하다.

치료제를 통해 치료 시 비침습적으로 치료효과에

예측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진단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의 중요 병리 기전 중 하나인

대한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타우 표적용 뇌영상

해부학적 뇌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진단하기 위해

특이도가 다소 낮다는 단점을 보인다. (통합 민감도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은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F-18 FDG 양전자 단층 촬영 영상, 자기공명

0.92, 통합 특이도 0.88)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세포 내에 침착된 것이다.

뇌기능영상(fMRI)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fMRI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데 있어 몇 가지

타우 이상 단백질 침착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과

◈ Tau PET imaging 장점과 과제

18F-FDG 양전자 단층 촬영 영상(PET)은 뇌세포

문제점이 있다. FMRI 연구를 위한 활성 과제 시행

비교했을 때 인지 장애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진단의 신뢰성 있는

후 치매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하여 환자군에서

보인다.

바이오마커로 CSF 내 타우의 양과 Phospho-타우를

정상군에 비해 신호가 증가한 부위가 있으면 이를

몇몇의 In vivo와 In vitro 연구에서 신경세포에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뇌조직의 보상반응으로 해석할지 또는 비우세 대뇌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의한 Toxicity를 관찰하기

요추천자(Lumber puncture)를 통한 침습적인

반구의 De-differentiation으로 해석할지에 관해

위해서는 타우 병리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타우가

방법으로서 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의 지역적

논란이 있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위축을 보이는

병리학적으로 더 중요한 표적 영상·치료 Target이

타우침착(Tegional brain tau deposition) 정도를

부위의 신호 해석에 문제가 있다.

될 수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타우단백질을

베타-아밀로이드를 표적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인위적으로 변화 또는 제거하는 치료 전후의 약물

◈ 아밀로이드 플라크 영상의 가능성과 한계

능동면역법(Active immunization)이 이용되고

반응이나 치료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11C-PIB PET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 기전 중

있지만, 베타-아밀로이드의 제거율은 향상되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생체뇌분자영상기술을 이용한

Amyloid Plaque를 영상화하는데 쓰인다.

반면 병리적 타우단백질의 개선에는 효과가 없으며

핵의학기반 타우영상화기술은 비침습적이며

11C-PIB PET이 해부학적 영상이나 다른

결국 뇌세포의 퇴행이 진행된다.

정확성이 높고 정량화가 가능함으로써 손쉬운

바이오마커에 비해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하는데

타우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비교하여도 질병의

영상을 통해 진단과 치료효과를 판정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Alzheimer’s Disease에서 인지 장애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치매진단을 위해 타우 표적 리간드와 리간드영상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화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이다.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현황 및 문제점
◈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대리표지자의
임상적 의의와 한계

Biomarker abnormality

Max

Normal
Min
Time

그림1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바이오마커와 증상의 연관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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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au를 표적하여 영상화하는 기술로 18F

연구에서 뇌백질에 높은 섭취를 보여 영상 판독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동위원소가 표지된 FDDNP(18F-FDDNP)를

가독성이 떨어지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가지가 있고, 그 중 영상을

또한 18F-THK523은 최근 인간 뇌 병리 조직을

활용한 방법으로서 fMRI를

축적을 비침습적으로 영상화하는 연구가 진행

이용한 연구에서 Frontotemporal dementia(FTD),

통해 짧은 시간의 활동 변화를

중이다. 하지만 18F-FDDNP 기반 영상기술은

Corticobasal degeneration(CBD), Progressive

측정하는 방법과 18F-FDG

아밀로이드반의 축적과 세포 내 타우단백질의

supranuclear palsy(PSP) 등 타우 병리를 보이는

PET를 통해 뇌의 대사적

응집을 구분하기 어렵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다른 뇌질환에서는 특이적

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11C-PBB3가 Tau imaging radioligand로 최근

결합을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보편적인

방법 등이 있다.

리간드

연구되고 있으나, 11C 화합물로서 짧은 반감기(20

타우 병리의 이미징 프로브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PET나

위한 표적리간드 개발뿐만

분) 때문에 산업화에 문제가 있다. 또한 합성 과정과

따라서 18F으로 표지되고 선택성 및 특이성을 높이며

다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아니라 표적리간드 자체가

환자에게 주사 전까지 빛을 차단해야 할 정도로

안정성을 높인 방사성 프로브의 필요성 대두되고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병태 생리에 대한 정보를

억제제로서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있다.

얻어 병의 예측이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18F로 표지된 18F-THK523이 최근에 개발

11C-PBB3가 Tau imaging radioligand로 최근

KIST 연구팀에서는 18F-FDG PET를 이용한

의료시장에서 치료 뇌영상기술의 개발은 해외에서

되었다. Tau에 높은 특이성을 보이고 혈뇌 장벽

연구되고 있으나, 11C 화합물로서 짧은 반감기

기능적 연결성 분석 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각광 받고 있는 첨단 분자영상기법을 기반으로

(blood brain barrier)을 잘 통과하여 타우 표적

(20분) 때문에 산업화에 문제가 있다. 또한 합성

활용하고 있다.

신체 혹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현상을

바이오마커로 적합한 특성을 보이지만, 사람 영상

과정과 환자에게 주사 전까지 빛을 차단해야할

최근 아밀로이드 마우스 모델에서 자기공명 뇌 기능

영상화함으로써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정도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영상을 통한 뇌의 기능적 연결성 감소가 아밀로이드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을 통해 분자영상화

플라크 침착의 영향을 잘 반영되는 바가 밝혀진

기법이 다시 발전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 기능 및 구조적 연결성 연구

적 있으나, Tau 소동물 모델에서 뇌의 연결성에

있다.

기능적 연결성은 뇌 활동의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새로운 분자영상법의 확립으로 임상, 기초의학

신경 신호 전달(Neural interactivity)을 통계적으로

결론적으로 기능적 연결성 연구에서 기존의 fMRI

연구의 활성화 및 국내 분자영상 의학을 국제 수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fMRI(Functional

나 뇌전도 검사를 이용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약시키는 토대가 되고,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MRI)나 뇌전도 검사(EEG)를 이용하여 연구되어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PET이 대안이 될 수

성공할 경우 단시간에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왔다.

있다. 나아가 본 연구팀에서 확립한 고해상도 micro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제품의 수출을 통해

최근에는 기능적 연결성에 대한 분석을 뇌

PET/MR의 활용은 더 많은 병태생리적 정보를

외화의 획득과 국가 위상의 제고 등에도 커다란

영역들 간의 연결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공할 수 있다.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C]PBB3

[11C]PIB3
Sub

Total

FF
Hi
NS
PH

b)

MRI

FF
[11C]PBB3

AD

[11C]PIB

NC

그림2 PIB 및 PBB3의 치매환자 뇌영상 결과 2)

치료비용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치매질환의

핵심

조기

바이오마커로 급부상하고
있는 타우단백질에 대한
개발은

진단을

(Connectome) 분석 및 해석하여 인지-행동뇌병태생리를 해석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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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및 예방 강화 측면에서

기능적 연결성은 뇌 활동의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 신경 신호 전달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fMRI나 뇌전도 검사를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용해 뇌 속의 신경원섬유 변화 및 아밀로이드반의

a)

20

진단하는 기술은 치매 조기

활동을 분석하여 뇌전체의 커넥톰을 구성할 수 있는

경제 산업적 측면과 국가 연구 개발비 지원 필요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뇌 활동 측정 시간의

결론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노령화와 더불어

차이나 측정하고자 하는 대표 값이 달라 서로 상호

급속히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보완적이다.

진단기술 및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치매의 핵심적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뇌의 활동성을

표적 마커인 타우단백질을 표적하여 영상으로

1) Lancet Neurol, 2013, Feb;12(2):207-16
2) Neuron, 2013, Sep 18;79(6):1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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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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